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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 염색 (Supercritical Fluid Dyeing)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염색 용매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전세계적으로 각종 산업에서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초임계 염색 기술은 

주로 물을 사용하는 기존의 염색 공정에 대한 대안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전통적인 염색 공정은 물을 염색 용매로 사용함에 따라 

공정 후 대량의 폐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잔존 염료를 

비롯해 첨가물, 분산제, 계면활성제 등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물 대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염색 용매로 사용하는 경우 폐수의 발생이 

없고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가지는 높은 용해력으로 인해 염료 외 

추가적인 첨가물이 필요하지 않아 폐기물에 대한 걱정이 없다. 또한 

공정 후 이산화탄소를 기화시켜 쉽게 분리해낼 수 있어 추가적인 

건조 공정이 필요 없으며, 염료와 용매의 재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이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점점 많은 기업들과 연구자들이 

초임계 염색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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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기존의 수계 염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초임계 염색 메커니즘은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염료의 

용해과정,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섬유로 이동하고 염료가 섬유 

표면에 흡착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유 내부로 염료가 

확산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연구자들이 마지막 과정을 

전체 공정의 속도 결정 단계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염료가 

이산화탄소로 용해되는 속도와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의 

농도는 전체 염색 공정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고, 용해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측정이 염색 공정의 효율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의 용해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에 사용되었던 용해도 측정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정확한 용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 시투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계 (In situ UV-Vis spectrometer)를 사용하는 용해도 측정법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의 

용해도를 특별한 가정이나 계산법을 사용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었고 문헌값과의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염료에 

비해 큰 용해도를 가지는 벤조산의 용해도를 측정하여 이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염색 공정에서 염료가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되는 속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용해 속도식 모델을 구축하였다. 연속식 고압 

시스템에서 용해되는 염료의 양을 인 시투 분광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흡광도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다양한 조건에서 

물질 전달 계수를 계산해냈다. 유량, 관의 모양, 크기와 같은 유체의 

흐름 특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부터 계산된 물질 전달 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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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레이놀즈 수 (Reynolds number)와 셔우드 수 (Sherwood 

number)사이의 상관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상관 

관계식으로부터 스케일 업 된 장치를 이용하여 염료가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되는 용해 속도를 예측하였다. 

 

주요어: 초임계 염색, 이산화탄소, 분산 염료, 인 시투 분광계, 용해도, 

용해 속도 

학  번: 2016-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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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전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의해 염색 산업에서도 환경 문제를 향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Greenpeace의 Detox 캠페인, ZDHC (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 의 road map to zero 프로그램, SAC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의 Higg Index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이 친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섬유 염색 산업의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수계 방식의 염색 산업은 다양한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정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기존의 염색 산업은 주로 물을 염색 용매로 사용하는 공정을 

사용해왔다. 이런 수계 염색의 경우 염색 공정 후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폐수는 잔존 염료뿐만 아니라 분산제 등의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초임계 염색 공정은 물 대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염색 용매로 사용하는 친환경 공정으로 기존의 수계 

염색 공정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초임계 염색 공정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염색 용매로 사용하며 공정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와 

잔존 염료를 거의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고 분산제, 계면활성제 

등의 기타 화학물질의 사용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다. 또한 염색 공정 후 

이산화탄소를 감압 시켜 손쉽게 분리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2 

 

이처럼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용량 공정, 염색 시간, 

섬유의 다양성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계 염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초임계 염색 공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고 알려져 

있다. (1)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염료를 용해시키는 과정, (2)초임계 

이산화탄소 용액이 섬유로 이동하는 과정, (3)염료가 섬유 표면에 

흡착되는 과정, (4)섬유 내부로 염료가 확산되는 과정이다. 많은 

연구가들이 마지막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6]. 선행 연구에 의하면 염색 공정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의 농도와 용해 속도는 염료의 염착 

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염료의 용해 속도가 향상 될수록 전체적인 

염색 공정 시간이 단축되었다 [7]. 따라서 염색 공정에 적합한 염료 

선정 및 염색 공정 시스템의 변수 예측에 용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염료의 용해 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염색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의 용해도와 용해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염색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압 시스템의 상 평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재료, 측정 방법 및 

장치, 시스템 구성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8]. 

특히,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염료의 용해도 측정 및 예측을 

위한 계산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분산 염료와 더불어 새롭게 

합성되는 염료들에 대해서 1990년대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9–14]. 하지만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의 용해도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는 염료의 종류와 숫자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용해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용질이 용해되는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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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동법, 정지법, 순환법 등 다양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방법들은 한계점들을 지니며 특히, 10-4 미만 몰분율의 용해도를 

측정할 때 여러 문헌 값 사이에 무시하기 힘든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용해도가 10-6 ~ 10-7 규모의 몰분율인 분산 

염료의 용해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추출이나 

용해 과정에 대한 kinetics 연구는 시간에 따른 물질의 질량 또는 

농도 변화를 관찰하면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대상 물질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압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특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압 시스템 상에서 용해도나 용해 속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은 정확도나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 시투 분광계 (in situ UV-Vis spectrometer)는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분광계는 용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정확하고 범용적인 

장치이다. 이 장치는 용액을 투과하는 광자수로부터 용질이 광자를 

흡수하는 흡광도를 계산하여 용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이다 [15]. 

이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뿐만 아니라, 실시간 

농도 변화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 시투 분광계는 

방해없이 초임계 용액을 감지하고 고해상도로 저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 기법은 초임계 이산화탄소에서 용질의 

용해도를 측정하는 데 적용되었다 [6–10]. 이 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추출이나 용해 공정에서 시간에 따른 무게나 농도 등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끊김없이 원하는 시간만큼 측정하여 얻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n-situ UV-Vis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용해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초임계 염색에 널리 

사용되는 분산 염료의 용해도를 측정해 보았다. 몰흡광계수의 

항상성 여부와 상관없이 용해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아주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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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용질을 사용하여 원하는 농도의 포화 조건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를 기존의 흐름식을 사용한 문헌값과 비교하였고 밀도 

기반의 용해도 모델링을 적용해 보았다. 측정된 용해도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용해도 정도가 더 큰 벤조산 (Benzoic 

acid)의 용해도를 측정하여 문헌값과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초 

임계 CO2에서 염료의 용해 속도에 대한 유동 특성의 영향을 

조사하고, 물질 전달 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용해 속도 모델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CO2의 흐름과 물질 전달 계수와의 관계를 

무차원 수의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수식화하였고 이를 통해 용해 

속도를 예측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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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초임계 염색 기술 (Supercritical Fluid Dyeing) 

 

최근 섬유 산업에서도 친환경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친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생산 및 공정 설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2011년 주요 

의류 및 신발 브랜드는 2020년까지 유해물질을 전혀 배출시키지 

않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ZDHC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ZDHC에 참여한 기업은 ADIDAS, NIKE, H&M, ZARA, PUMA 등이며, 

이 중 ADIDAS와 NIKE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초임계 유체 염색 

시스템에 의한 제품을 이미 생산, 판매하고 있다. 초임계 유체 염색 

설비 개발에 참여 중인 산업계의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HOWA사와 

HISAKA사, 네덜란드의 DyeCoo사, 독일의 UHDE사가 있다. 이 중 

가장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여 상업화를 성공시킨 기업은 

네덜란드의 DyeCoo사로서 NIKE와 ADIDAS의 제품 생산에 

적용되고 있다. 그림 2-1은 실제 상업용으로 사용중인 초임계 염색 

설비의 모습이고, 그림 2-2는 초임계 염색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의 

사진이다. 

초임계 염색 기술은 물을 용매로 사용하지 않는 건식 청정 염색 

기술로 기존 수계 염색에서 물이 하는 염색 용매로서의 역할을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대체한 기술을 말한다. 초임계 염색 기술은 

독일의 Schollmeyer 교수 연구팀이 1988년 최초로 개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많은 대학교와 기업체, 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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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발전하였다. 이산화탄소는 7.38 MPa, 

31.1 ℃의 임계점을 가지며, 다른 유체에 비해 손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존의 분산 염료를 비교적 잘 녹이며 소수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섬유에 대해 높은 침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큰 염료 입자를 섬유 내부구조로 쉽게 운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초임계 염색 기술은 염료와 화학적 조제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염색 시간 및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초임계 염색 기술 메커니즘은 1980년대에 처음 제안된 이래 주로 

분산 염료를 이용한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섬유의 염색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합성 직물의 수계 염색에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분산 염료가 물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에서 더 높은 용해도를 

나타내고, 초임계 용매의 PET에 대한 팽윤/가소화 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분산 염료와 PET는 초임계 염색에 적합한 조합이다. 

이산화탄소 분자는 폴리머 사슬 사이의 자유 부피를 쉽게 침투하고 

확대(팽윤) 시킬 수 있으므로 가소화를 증가시켜 유리 전이 온도를 

낮추고 염료의 확산을 향상시켜 전체적인 염색 공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염색 공정 이후 시스템이 감압되면 기화된 

이산화탄소는 섬유로부터 쉽게 방출되고 염료는 섬유의 고분자 

매트릭스 내부에 갇히게 되면서 염색이 완료되는 것이 초임계 

염색의 기본 원리이다. 그림 2-3은 기존의 수계 염색과 초임계 

염색을 비교해놓은 것이다. 그림 2-4에는 초임계 염색 공정의 

개략도를 나타내었고, 그림 2-5는 초임계 염색 공정 중 

이산화탄소의 상변화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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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Dyecoo사의 상업용 초임계 염색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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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초임계 유체 염색 제품 

(좌: NIKE (ColorDry) 우: ADIDAS (Dry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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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기존 수계 염색 공정과 초임계 염색 공정의 비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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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섬유의 초임계 염색을 위한 설비의 개략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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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초임계 염색 공정 중 이산화탄소의 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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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계 (UV-Vis spectrometer) 

 

분광법에서 흡광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파장의 함수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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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𝐼𝑡𝑟𝑎𝑛𝑠𝑚𝑖𝑡𝑡𝑒𝑑,𝜆
)                     (2-1) 

 

 흡광도 A는 초기 빛의 세기를 투과한 빛의 세기로 나눈 값인 

투과율 T의 음의 상용 로그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분광계를 

통해 측정하는 것은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세기와 투과된 후 

빛의 세기이다. 만약 빛이 투과되는 용액이 산란이나 굴절 등의 

간섭없이 빛의 흡수만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흡광은 온전히 

흡수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Beer-

Lambert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𝐴(𝜆) = 𝜀(𝜆) ∙ 𝑐𝑎𝑏𝑠 ∙ 𝑙                                         (2-2) 

 

 여기서 𝜀(𝜆)은 파장의 함수로 나타나는 몰 흡광 계수이며 𝑐𝑎𝑏𝑠는 

흡수 물질의 농도, 𝑙은 빛이 투과하는 거리이다. 이 법칙에는 빛을 

흡수하는 용질은 서로 독립적으로 거동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은 희석용액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한 

분자의 흡광 정도는 전체 용질의 수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흡광 

정도는 전체 용질의 분자 수와 선형성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용액의 용질 농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면 용질이 수가 많아짐에 

따라 흡광할 수 있는 영역이 서로 겹치게 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에서 벗어나 선형성이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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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 유체에 대한 염료의 용해도가 유기 용매에 대한 용해도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용질의 농도에 따른 흡광도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 위 법칙을 사용하여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을 적용하였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의 용해도는 몰분율로 10-7 ~ 10-5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희석 

용액으로 가정할 수 있다. 

물질의 최대 흡광 파장은 용매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즉, 

같은 용질이라도 용매가 다를 때 서로 다른 흡광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을 용매 의존 발색 현상 (solvatochromism)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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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분자 레벨로 살펴보면, 액체와 같이 높은 

밀도를 가지는 부분과 기체와 같이 밀도가 매우 낮은 영역이 

혼재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같은 환경 내에서도 밀도 차이에 

의해 분자 전자 분포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흡광 파장이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초임계 이산화탄소에서 안트라센의 최대 흡광 파장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이 영향은 밀도 변화에 따라 그리 크지 

않으며 수 나노미터정도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이러한 

흡광 파장의 변화는 아래와 같은 modified Beer-Lambert 법칙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  

 

𝐴 = ∫ 𝑙𝑜𝑔 (
𝐼0

𝐼
)

𝜆2

𝜆1
𝑑𝜆 = ∫ 𝜀(𝜆)

𝜆2

𝜆1
𝑑𝜆 ∙ 𝑐 ∙ 𝑙                          (2-3) 

 

위 법칙은 단파장에서 흡광도를 계산하는 대신 일정 파장 

영역에서 흡광도 값을 모두 더한 것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는 



14 

 

식 (2-3)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Beer-Lambert 법칙에서 흡광도와 

파장의 선형성으로부터 각 파장의 흡광도의 합 또한 그 선형성이 

유지된다. 이때 몰 흡광 계수는 통합 몰흡광 계수로 바뀌며 파장 

영역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이 값은 바뀐다. 일반적으로 Beer-

Lambert 법칙을 최대 흡광 파장에서 적용하는 이유는 분광기 검출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측정 파장이 약간씩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파장에 따른 

흡광도의 기울기가 0인 부근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기울기가 0이 

아닌 부분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흡광 파장 변화에 의한 흡광도 

오차가 가파르게 변할 수 있지만 기울기가 0인 지점은 좌우로 

흡광도 값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일정 

파장영역대에서 흡광도를 계산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기울기가 0이 되는 파장 영역 부근을 모두 적분함으로써 수 

나노미터씩 흔들리는 용매 의존 발색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대 흡광 파장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좌우 5 

nm씩 총 10 nm의 영역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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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초임계 유체 내 용해도 측정 방법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여러 물질의 용해도는 아주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도되었고, R.B. Gupta and J-.J. Shim에 의해 

정리되어 있다 [9].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물질의 용해도 측정은 

고압 상평형장치를 이용하며 용해 방식에 따라 흐름법 (flow method), 

정지법 (static method), 순환법 (recirculation method)이 있다. 첫 번째, 

흐름법은 초임계 유체 상태에서의 용질의 용해도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Van Leer와 Paulatitis에 의해 정리되었다. 

이산화탄소는 고압 펌프를 통하여 운전 압력까지 가압하며 운전 

온도에 도달한 후 용질이 충전된 고압 용기로 흘러간다. 용질이 

포화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미터링 밸브를 통과하여 

대기압으로 방출되고 이때 추출된 용질은 트랩에 담긴 유기용매에 

용해되어 수집된다. 고압 충전 용기 내에서 미 용해 용질의 동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 용기 끝부분에 유리섬유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여과시스템을 설치한다. 유기용매 내에 포집된 

용질을 정량 분석하여 용해도 계산에 사용한다. 두 번째, 고정법은 

McHugh, Seckner와 Yogan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외부에서 셀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압 상평형 장치에 빛이 투과할 수 있는 고압창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정량의 용질을 고압 평형 셀 내에 

충전시키고 정량의 액체 또는 고체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열적 

평형에 도달시킨 후 압력발생기로 평형 셀 내의 이동 피스톤을 

움직임으로써 내부 부피에 변화를 주고 압력을 조절한다. 

추가적으로 고압 평형 셀 내부에 자석교반기를 두어 용질과 

이산화탄소의 혼합을 도와준다. 투명창을 통해 내부 상변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며 이슬점과 구름점에서의 온도와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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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순환법은 흐름법과 매우 유사하지만 고압 

충전 용기를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순환펌프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용해시간을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어 평형 도달을 

손쉽게 이룰 수 있다. 그 후 내부에 순환되는 초임계 용액을 정량 

채취하여 분석한다.  

분산염료의 경우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가 비교적 잘 된다고 

해도 그 용해도는 몰분율이 10-7 ~ 10-5 수준으로 장치의 규모가 작을 

경우 정량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가 크다. 따라서 

대부분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계를 이용해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분광계를 고압 상평형 장치에 직접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또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이 경우 

평형 농도뿐만 아니라 실시간 농도 변화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용질의 몰 흡광 계수가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하며 용매의 극성 

성질에 따라 흡광 파장대가 이동할 수 있어 이 또한 보정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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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산 염료 (Disperse dye) 

 

분산 염료 (disperse dye)란 대체로 물에 용해되지 않고 소수성 섬유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와 우수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염료를 

의미한다 [19]. 수계 폴리에스터 염색 공정에서 이 염료를 사용하는 

경우 물에 대한 염료의 용해도가 낮아 분산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명명이 붙는다. 분산 염료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며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어떠한 작용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염료 분자는 일반적으로 –NH2 또는 –OH 

작용기를 가지며 섬유와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하여 염착 된다 [20]. 

전체 분산 염료 중 80 % 이상이 아조 (azoic)계열과 안트라퀴논 

(anthraquinone)계열이며, 이 두 종류의 염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methyl, styryl, acrylene benzimidazol, ouino naphthalenes, 

amino naphthyl amide, naphthoquinone imine 그리고 nitro disperse dyes 

등이 있다 [21,22]. 본 연구에서는 PET 염색과 초임계 염색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염료 중 하나인 안트라퀴논 계열의 Disperse Red 60 

(DR60) 염료를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의 용해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2-6에 DR60의 화학적 구조식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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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DR60의 화학적 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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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행 연구 

2.5.1. 용해 속도가 전체 염색 공정에 미치는 영향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염료의 용해 속도가 전체 염색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RESS (Rapid Expansion of Supercritical 

Solution)공정을 이용한 염료 입자 미세화를 통해 염료의 용해 

속도를 조절하였다. RESS 처리한 입자는 기존 입자보다 평균 입자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좁은 입도 분포도를 형성하여 균일한 입도 

분포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재결정화 된 염료 입자의 용해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염색 실험에서 높은 

염착 속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빠른 염착 속도 결과는 염색 

과정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부의 높은 염료 농도로 인해 

발생한다. 벌크 용액과 섬유 사이에 형성되는 농도 구배는 염료가 

이동하는 구동력이 되며, 용해 속도가 향상되면 벌크 용액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어 확산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그 결과 염료가 섬유 

표면으로 흡착하는 속도가 빨라져 최종적으로 염착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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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6]. 

따라서 향상된 염료의 용해 속도는 같은 시간 내에 용액 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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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생성하며 그 결과 빠른 염착 속도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통하여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 상에 대한 

염료의 용해 과정과 염료가 섬유 내로 흡착하고 확산하는 단계의 

시간 척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용해 속도를 조절하여 염착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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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RESS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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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미세화된 염료 입자의 용해 속도 및 염착 속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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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분산 염료의 용해도 측정 

 

3.1. 연구의 배경 

 

초임계 염색에 있어 염료와 초임계 이산화탄소 사이의 평형은 

공정의 첫 단계이며, 공정 내 염료의 농도는 염색이 이루어지는 

물질 전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 큰 영향을 준다. 

전체 공정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의 농도와 관련된 

열역학적 특성이 용해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의 용해도를 측정해보고자 한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의 용해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용매 

트랩 (Solvent trap)을 사용하는 흐름법과 구름점 (Cloud point)를 

관찰하는 정지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용해도가 낮은 경우 

정확한 용해도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흐름법의 경우 평형 

상태를 관찰하거나 특정 짓는 문제, 밸브 막힘이나 유량의 정확성 

등의 문제들이 있다. 정지법의 경우 카메라 또는 육안으로 입자나 

용액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용해도가 낮거나 변화가 적을 경우 관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용해도가 몰분율로 10-4 이하일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28]. 염색 공정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염료들의 경우 용해도가 몰분율로 10-6 ~ 10-7 수준이기 때문에 

염료의 정확한 용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In situ UV-Vis 분광계는 기존의 측정 방법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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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itu UV-Vis 분광계는 용액을 통과하기 전 초기 광자 수와 

비교하여 용질에 흡수된 광자 수를 계산하여 용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정확하고 보편적인 장치이다 [15]. 이 장치는 평형 상태의 

농도뿐만 아니라 농도의 변화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in situ 분광계의 경우 고압 상태의 초임계 용액을 

방해 없이 분석할 수 있고, 고해상도로 저농도까지 감지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이 장치를 이용하여 초임계 CO2에서 용질 용해도를 

측정해왔다 [28–33]. 그러나 측정 온도와 압력에 따라 용질의 몰 

흡광 계수가 변하고 용매의 극성에 따라 흡광 파장 대역이 변할 수 

있으므로 초임계 조건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 보정이 필요하다 

[1,28,29,34].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몰 흡광 계수를 

사용하지 않고 용해도를 결정하는 측정 방법도 연구되었다 [28].  

이번 연구에서는 In-situ 분광계를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와 같은 용해도가 낮은 물질의 용해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광계를 정량 분석 장치가 아닌 

초임계 용액에서 염료의 몰 흡광 거동을 관찰하는 장치로 사용하여 

초임계 용액의 포화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용해도를 

결정하였다. 이 경우에 몰 흡광 계수에 적용되는 가정이나 보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생긴다. 또한 아주 적은 양의 시료로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 새롭게 합성되는 시료들의 용해도 측정에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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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방법 

3.2.1. 시료 및 실험 장치 

 

C.I. Disperse Red 60 (DR60, 순도 99 %)은 첨가제나 분산제 없이 

아크로마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공급받았다. 아세톤 (Acetone, 순도 

99.7 %)과 벤조산 (Benzoic aicd, 순도 99.5 %)은 삼전 화학 

(대한민국)에서 구입했으며, 이산화탄소 (CO2, 순도 99.5 %)는 협신 

가스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다. 모든 물질은 추가 정제없이 

사용되었다. 

그림 3-1에 용해도 측정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이 장치는 

가변 볼륨 뷰 셀 (Variable-Volume view cell)을 통해 정지법을 

사용하여 구름 점 (Cloud point) 또는 상 거동 (Phase behavior)을 

관찰하는 연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35,36]. 이 연구에 사용된 

가변 부피 뷰 셀은 직육면체 가열 재킷 (10)을 가지며 크기는 8 cm x 

8 cm x 22 cm (W x H x D)이다. 셀의 내부 길이는 재킷과 같은 22 

cm이고 내부 직경은 1.7 cm이다. 가변 부피 뷰 셀 (6)에 피스톤 

(7)을 설치하여 시료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셀 내부의 부피를 

변경할 수 있다. 피스톤은 압력 발생기 (3) (Pressure generator, 모델: 

37-6-30, High Pressure Equipment Company, USA)를 통해 물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피스톤에 

Viton 재질의 O-ring을 부착하여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UV-Vis 분광계 (10) (모델: Avaspec-ULS2048CL-EVO, Avantes, 

Netherlands)를 광원 및 감지기와 함께 셀에 연결하기 위해 두 개의 

사파이어 창 (9)이 설치되었다. 두 사파이어 창 사이의 거리, 즉 

빛이 이동하는 거리는 약 2 cm로 설계되었다. 가열 순환기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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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열매체 (DR60 측정의 경우 에틸렌 글리콜 (Ethylene Glycol), 

벤조산의 경우 물)를 순환시키면서 셀의 온도를 유지했다. 셀의 

작동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셀을 공기 조 (4) (Air bath) 

안에 배치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압력 게이지는 디지털 압력 

변환기 (모델: 43KR-HHT-101, 미국 Paroscientific, Inc.) 및 압력 표시기 

(모델: 730, Paroscientific, Inc., 미국)이며, PDK (대한민국)에서 0.01%의 

정확도를 인증 받았다. 온도계는 한국 시험소에서 검증 한 

인디케이터 (모델: 1502, Hart Scientific Inc., USA)가 장착된 PRT 형 

온도계 (모델: 5622-32SR, Hart Scientific, Inc., USA, 정확도 0.045K)를 

사용하여 보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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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용해도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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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험 방법 

 

용해도 측정 실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확한 양의 

염료를 정량하기 위해 정해진 농도의 아세톤 염료 용액을 셀에 

주입하고 아세톤을 60 ℃ 오븐에서 증발시켰다. 사파이어 창을 

설치한 후, 자석 교반기 (8)와 피스톤을 추가하고 셀을 완전히 

밀봉했다. 조립된 셀의 무게를 측정한 후, 0 ℃로 냉각된 CO2를 이중 

플런저 고압 펌프 (모델: HKS-3000, 한양 정밀, 대한민국)를 

사용하여 주입하고 전체 셀의 무게를 재측정하여 CO2의 정확한 

무게를 결정하였다. 그 후 조립된 셀을 공기조에 넣고 압력 

발생기와 가열 순환기를 연결하고 온도를 높여 주었다. 원하는 

온도에 도달한 후 피스톤을 사용하여 셀을 가압하여 용질을 충분히 

녹이고 교반 장치 (5)로 셀 내부의 내용물을 혼합했다. 원하는 

온도와 압력에 도달한 후, 분광계를 사용하여 매초 흡광도를 

측정하고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했다. 포화 압력보다 높은 

압력에서 용액을 전체 용질을 용해시키기에 충분한 속도로 충분한 

시간 동안 교반 하였다. 용질이 완전히 용해되면 흡광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 해짐을 확인하였다. 흡광도가 일정 시간 이상 

동일한 값으로 유지된 후, 점차 압력을 낮추면서 흡광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감압 과정에서 압력은 0.5 MPa 단위로 변화시켰고, 각 

압력에서 약 10분 동안 유지시켰다. 문헌에 따르면 고온에서 

피스톤을 움직여 압력을 조절하면 제어 속도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르다 [37]. 이번 연구에서도 피스톤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체적 변화로 인해 온도 구배가 발생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에 

의해 빠르게 평형을 이루고 원래 온도로 돌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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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0.5 MPa 단위로 변화하고 한 압력에서 최소 10 분 이상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 온도 구배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피스톤의 이동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조절하여 

온도 구배를 가능한 한 작게 만들었다. 압력이 점차 낮아짐에도 

입자가 침전되기 전까지 용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됨에 따라 

흡광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입자가 석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흡광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흡광도가 변화하는 시점을 넣어준 

CO2-염료 용액의 포화 압력으로 정의하였다. 넣어준 염료의 양을 

조절하면서 각 농도별로 포화 압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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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용해도 측정 방법 검증 

 

본 연구에서는 in-situ UV-Vis 분광계를 통해 흡광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일정 농도의 초임계 CO2-염료 용액의 포화 압력을 

측정하였다. 이 때 조금씩 감압하는 과정에서 흡광도가 변화하는 

지점이 포화 압력을 통과한 후 입자가 석출되기 시작하는 지점과 

동일하다는 가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카메라를 뷰셀에 연결하여 

관찰하면 염료의 경우 입자 침전이 시작되는 지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염료보다 용해도가 높은 물질인 벤조산을 

선택하여 흡광도가 변화하는 지점과 입자가 석출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도입된 용해도 측정 방법을 

문헌 값과 비교하여 검증하기 위해 벤조산의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벤조산의 경우 고체 시료를 셀에 삽입하고 후속 공정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였다. 그림 3-2와 3-3에 DR60과 벤조산을 이용해 

각각 같은 양의 용질을 넣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분광계와 카메라를 통해 관찰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3-2의 

오른쪽 사진에서는 교반기에 염료가 묻어 입자가 석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감압 과정에서 석출이 시작된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반면 그림 3-3의 오른쪽 첫 번째 사진에서는 벤조산 

입자가 석출되기 시작한 지점을 관찰할 수 있었고, 압력을 유지했을 

때 다량의 입자가 석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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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그래프: (a) 평형 도달 단계, (b) 감압 공정 및 (c) 용질이 

석출되는 동안 DR60에 대한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 사진: 

카메라를 사용한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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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그래프: (a) 평형 도달 단계, (b) 감압 공정 및 (c) 용질 

침전 동안 벤조산의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 사진: 카메라를 

사용한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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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용해도 계산 방법 

 

본 연구에서 용해도는 용질의 몰분율로 표현되었다. 실험에서 

측정된 흡광도는 정량 분석 용도가 아닌 검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용해도는 흡광도로부터 계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eer-Lambert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다. 몰분율은 실험 

중에 측정된 용질과 CO2의 질량을 각 물질의 분자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DR60의 분자량은 331.33 g/mol, CO2의 분자량은 44 g / mol, 

벤조산의 분자량은 122.12 g/mol로 계산되었다. 각 조건에서 3회 

이상 실험을 진행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이때 계산된 용해도의 

불확실성은 이산화탄소 질량 측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0.1 g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DR60은 1 % 미만, 벤조산은 0.8 % 

미만이었다. 각 조건에서 3회 이상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과포화 

효과 (Supersaturation effect)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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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및 고찰 

3.3.1. 초임계 CO2에서 DR60의 흡광도 측정 

 

흡광도는 일반적으로 특정 단색 파장 λmax에서 측정된다. 그러나 

이전에 발표된 연구에서 흡수 스펙트럼의 용매 변색 변화 

(solvatochromic shifts)가 CO2 용매 환경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파장 이동은 단일 파장에서 흡광도를 얻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 파장이 아닌 범위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했다 [31,32,38]. 흡수 스펙트럼을 실험 조건에서 측정하여 초 

임계 CO2에서 DR60의 흡광도 측정 범위를 확인하였다. 393 K 및 23 

MPa 조건에서 다양한 농도의 DR60의 흡광 스펙트럼이 그림 3-4에 

나타내었다. 570nm 이상의 파장에서 흡광도가 측정되지 않은 이유는 

DR60의 최대 흡광 파장 영역에서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570nm 

이상에서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임계 CO2에서 DR60의 최대 

흡광도는 504 nm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DR60의 용해도를 

측정하기위한 흡광도의 변화는 500-510 nm에서의 통합 흡광도를 

사용하였다. 통합 흡광도는 파장 범위의 모든 흡광도 값의 합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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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393 K, 23 MPa에서 측정된 다양한 농도의 CO2-DR60 

용액의 흡광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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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용질 포화 압력 측정 

 

그림 3-5에 393 K에서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측정된 18.11 x 10-6 

몰분율의 농도의 DR60에 대한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00-510 nm 범위의 통합 

흡광도가 사용되었다. 이 그래프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평형 도달 단계 (a)는 셀 온도와 압력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한 후, 흡광도가 안정화되기 전이다. 이 과정에서 흡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용해되지 않은 염료 입자에 의해 노이즈가 

발생하면 압력을 더 증가시켜 염료가 완전히 용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염료가 용해되어 평형에 도달했을 때 흡광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즉, 흡광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염료의 용해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는 감압 과정 

(b)으로, 염료가 완전히 용해된 후 삽입된 염료의 양이 포화되는 

압력을 찾기 위해 압력을 서서히 낮추는 단계이다. 0.5 MPa 단위로 

서서히 감압하면서 흡광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때 팽창에 따른 

약간의 온도 변화로 인해 셀 내부의 CO2에 난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흡광도에 노이즈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온도 유지 

장치에 의해 온도가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전체적인 흡광도는 

유지되었다. 각 압력마다 10분의 시간동안 흡광도를 관찰하였고, 

흡광도의 변화가 없으면 아직 포화 압력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부 조건에서는 감압 과정에서 계단의 형태로 압력에 

따라 흡광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540 

nm 부근에서의 흡광도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그림 3-6에 504 

nm부근과 540 nm부근에서 각각 측정된 흡광도 변화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이는 CO2의 밀도에 따라 흡광도의 baseline이 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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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실험에서 관찰된 500-510 nm보다 540 nm 부근의 영역이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현상은 압력이 변화하는 

순간에만 발생하고 압력을 유지했을 때 흡광도가 다시 일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입자 석출에 의한 흡광도의 변화와 baseline의 

변화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CO2의 

밀도에 따라 baseline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확한 포화 

압력을 측정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감압 과정 후 셀 내부의 압력이 

포화 압력에 도달하면 흡광도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c). 이 

단계에서는 용해된 용질이 석출됨에 따라 CO2 내 염료의 농도가 

감소하여 흡광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포화 압력은 

입자가 석출되기 시작하는 압력과 감압 과정 중 석출 직전 압력 

사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포화 압력은 0.25 MPa로 

설정된 오차와 함께 두 값의 평균으로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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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393K에서 압력 변화 과정에서 측정된 18.11 x 10-6 몰 

분율의 농도의 DR60에 대한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 (a) 평형 

도달 단계, (b) 감압 단계, (c) 용질 석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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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a). 393K에서 압력 변화 과정에서 측정된 18.11 x 10-6 몰 

분율의 농도의 DR60에 대한 시간에 따른 475-525 nm에서의 흡광도 

변화 

 

 

그림 3-6 (b). 393K에서 압력 변화 과정에서 측정된 18.11 x 10-6 몰 

분율의 농도의 DR60에 대한 시간에 따른 535-555 nm에서의 흡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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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DR60의 용해도 

 

초임계 CO2에서 DR60의 용해도는 앞서 관찰한 DR60의 각 

농도에 대한 포화 압력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0.4 ~ 3.0 mg의 DR60을 약 8 ~ 16 g의 CO2에 용해시켜 353 ~ 413 K 

조건에서 측정했다. 일반적으로 PET의 초임계 염색 공정은 PET의 

Tg인 80 ~ 125 ℃이상에서 이루어 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 전달 

속도가 향상되어 공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섬유에 적용되는 온도의 영향으로 인해 120 

~ 140 ℃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임계 염색 공정 조건 

근처에서 수행되었다. 측정된 DR60의 용해도를 그림 3-7과 표 3-1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값의 표준 불확도 (Standard Uncertainty)는 u (P) = 

0.25 MPa이고 CO2의 밀도는 Span–Wagner 상태 방정식에 의해 NIST 

webbook에서 계산되었다 [39]. 그림 3-8에는 용매 트랩 (Solvent 

trap)이 있는 유동법 (Flow method)을 사용하여 측정된 문헌값과 이번 

연구에서 측정된 용해도 값을 비교하였다 [40,41]. 측정된 용해도의 

경우 전반적인 추세는 문헌값과 일치했으며 각 압력에서의 

용해도는 문헌 값보다 조금 크게 측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용해도 

측정 방법이 가지는 실험적인 오차나 한계점으로 인해 용해도 값이 

과소평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인 비교를 위하여 표 3-

2에는 각 문헌에서 제시된 밀도-용해도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각 온도, 압력 조건에서의 용해도 값과 이번 연구에서 측정된 

용해도 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각 온도 조건에서 측정 한 실험값을 비교하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밀도에 따른 용해도의 기울기가 증가하였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커진다. 또한 온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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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가 다른 교차점 (Crossover point,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영역과 반대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은 약 200 ~ 220bar 사이에서 

발견되었으며 비교 문헌에서도 유사한 교차점이 관찰되었다. 동일한 

압력에서 온도를 높이면 용매의 밀도가 감소하고 용질의 증기압이 

증가한다. 이 두 가지 경쟁 효과는 특정 압력에서 온도에 따라 

용해도 추세를 변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42,43]. 압력이 

교차점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용매의 밀도 효과가 지배적이고, 이 

영역에서는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용해도가 

감소한다. 그리고 고압 영역에서는 용질의 증기압 효과가 

지배적이므로 온도가 상승하면 용해도도 증가한다. 

  



42 

 

 

 

 

 

표 3-1.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DR60의 용해도 

T=353 K  T=373 K  T=393 K  T=413 K 

P density y  P density y  P density y  P density y 

(MPa) (g·mL-1) (×10-6)  (MPa) (g·mL-1) (×10-6)  (MPa) (g·mL-1) (×10-6)  (MPa) (g·mL-1) (×10-6) 

15.75 0.45 6.64 
 

16.25 0.37 6.64 
 

16.25 0.31 6.25 
 

17.75 0.30 6.04 
   

16.25 0.48 7.43 
 

20.25 0.49 12.73 
 

20.25 0.41 12.81 
 

19.75 0.34 12.04 
   

20.25 0.60 12.73 
 

22.25 0.53 18.44 
 

21.25 0.43 18.10 
 

20.75 0.36 18.26 
   

22.75 0.65 18.44 
 

24.25 0.58 24.90 
 

24.25 0.50 24.08 
 

21.75 0.38 24.14 
   

24.75 0.68 24.90 
 

   
 

25.25 0.51 30.12 
 

22.25 0.39 30.13 
   

- Standard uncertainties are: u(P)=0.1 MPa, u(T)=0.1 K, and u(y)≤0.008·y  

- u(y) are the values resulting from the uncertainty 0.1g for the mass measurement of CO2 and the average values for the data having more than three measurements at 

eac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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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측정된 DR60의 용해도 (●) 413 K, (◆) 393 K, (■) 373 K, (▲) 

35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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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측정된 DR60의 용해도 (●) 413 K, (◆) 393 K, (■) 373 K, (▲) 

353 K, 문헌 (Sung [40])에서 측정된 DR60의 용해도 (X) 423.15K, (◇) 

393.15K, (▽) 363.15K 및 문헌 (Lee [41])에서 측정된 DR60의 용해도 

(○) 413.7K (+) 383.7K (△) 353.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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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실험에서 측정된 용해도와 문헌으로 계산된 용해도 비교 

Temperature (K) 
Density 

(g/mL) 

Solubility (Mole fraction of solute) x 106 

Experimental values 

in this study 

Calculated values 

Sung et al., 1999 1 Sung et al., 1999 2 Lee et al., 1999 3 

353 

0.45 6.64 2.50 3.61 4.03 

0.48 7.43 3.27 4.52 5.08 

0.60 12.73 9.52 9.93 11.73 

0.65 18.44 14.87 13.16 16.21 

0.68 24.90 19.43 15.42 19.40 

373 

0.37 6.64 2.97 4.24  

0.49 12.73 8.66 11.16  

0.53 18.44 12.38 14.62  

0.58 24.90 19.33 19.95  

393 

0.31 6.25 3.86 5.00  

0.41 12.81 9.41 12.86  

0.43 18.10 11.25 15.11  

0.50 24.08 21.00 25.17  

0.51 30.12 22.96 26.91  

413 

0.30 6.04 7.25 9.02 3.53 

0.34 12.04 10.35 13.68 5.36 

0.36 18.26 12.37 16.54 6.62 

0.38 24.14 14.79 19.79 8.21 

0.39 30.13 16.17 21.58 9.15 

1, 2, 3. Calculated with correlation equation suggested in the literature (reference [26, 27]) 

1. Calculated with Kumar–Johnston model, 𝑙𝑛𝑦 = 𝑎 +
𝑏

𝑇
+ 𝑐𝜌 

2. Calculated with Sung–Shim model, 𝑙𝑛𝑦 = 𝑎 +
𝑏

𝑇
+ (𝑐 +

𝑑

𝑇
) ∙ 𝑙𝑛𝜌 

3. Calculated with Bartle model, 𝑙𝑛 (
𝑦𝑃

𝑃𝑟𝑒𝑓
) = 𝑎 +

𝑏

𝑇
+ 𝑐(𝜌 − 𝜌𝑟𝑒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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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DR60의 용해도와 밀도 관계식 

 

실험을 통해 측정된 용해도와 밀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결과에 여러 종류의 밀도 기반 용해도 계산 모델을 

적용해 보았다. 그 중에서 Chrastil [44] 모델과 Sung–Shim [40] 모델이 

가장 낮은 오차를 나타내었고, 이 두 모델을 적용하여 용해도와 

밀도의 상관 관계식을 구해보았다. 결과는 표 3-3에 모델식과 회귀 

분석을 통해 얻어진 피팅 파라미터를 나열하였고, 그림 3-9와 3-

10에는 실험값과 모델식을 이용한 예측 곡선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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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밀도 기반의 용해도 실험식 모델과 피팅 파라미터 

model equation parameters 

Chrastil [44] 𝑙𝑛𝑦 = 𝑎 +
𝑏

𝑇
+ 𝑐 ∙ 𝑙𝑛𝜌 

a 2.732 

b -4300 

k 3.270 

AARD 1 ,% 12.83 

Sung–Shim [40] 𝑙𝑛𝑦 = 𝑎 +
𝑏

𝑇
+ (𝑐 +

𝑑

𝑇
) ∙ 𝑙𝑛𝜌 

a 5.085 

b -5182 

c 6.148 

d -1092 

AARD 1 ,% 12.66 

1. An average absolute relative deviation 𝐴𝐴𝑅𝐷, % =
1

𝑁
∑ |

𝑦𝑒𝑥𝑝,𝑖−𝑦𝑐𝑎𝑙,𝑖

𝑦𝑒𝑥𝑝,𝑖
|𝑛

𝑖=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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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DR60의 용해도와 Chrastil model로 예측한 곡선, (●)413 K, 

(◆)393 K, (■)373 K, (▲)35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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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DR60의 용해도와 Sung–Shim model로 예측한 곡선, (●)413 

K, (◆)393 K, (■)373 K, (▲)35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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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초임계 CO2에서 벤조산의 용해도 

 

본 연구에 사용된 용해도 측정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DR60보다 높은 용해도 값을 갖는 벤조산의 용해도를 측정하여 

문헌의 데이터와 비교해보았다. 318 K에서 60 ~ 150 mg의 벤조산을 13 

~ 16 g의 CO2에 용해시키고 각 농도의 포화 압력을 측정했다. 318 

K에서 3,154.86 x 10-6 몰 분율의 농도로 (a) 평형 도달 단계, (b) 강압 

단계 및 (c) 용질 석출 단계 동안 벤조산의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가 그림 3-11에 나타나 있다. 흡광도는 280-290 

nm의 흡광도 범위에 관찰되었다. 평형에 도달한 후, 감압 과정을 

통해 입자가 석출되는 지점을 관찰하였다. DR60과는 달리, 입자가 

석출되는 과정 (c)에서 상당한 노이즈와 함께 흡광도가 증가했다. 이 

결과는 DR60보다 더 많은 벤조산 입자가 석출되어 광원으로부터 

나온 광자가 검출기로 들어가는 것을 굴절, 산란 등의 효과로 

방해하였고, 분광계에서는 흡수된 광자의 수를 과대 평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DR60은 극소량의 입자가 석출되어 

빛의 흐름을 차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단순히 용액의 농도 감소로 

인한 흡광도 감소만이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흡광도의 감소 또는 

증가는 모두 입자의 석출 때문이었다. 따라서 흡광도가 변경된 

지점을 관찰하여 포화 압력을 결정할 수 있다. 

측정된 벤조산의 용해도는 표 3-4 및 그림 3-12에 나와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 한 문헌값과 비교하였다 [45–48]. 측정된 

압력의 오차 범위는 0.25 MPa이었고 그래프상의 오차 막대의 크기는 

검은 색 원의 크기보다 작았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용해도 값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용해도 측정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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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318 K에서 압력 변화 과정에서 측정된 3,154.86 x 10-6 몰 

분율의 농도의 벤조산에 대한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 (a) 평형 

도달 단계, (b) 감압 공정 및 (c) 용질 석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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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318 K에서 측정된 초임계 CO2 내 벤조산의 용해도 

P (MPa) density (g·mL-1) y (×10-6) 

11.75 0.65 1164.41 

15.25 0.75 1819.56 

17.5 0.78 2763.01 

21.25 0.83 3154.86 

24.25 0.85 3338.31 

26.75 0.87 4032.35 

- Standard uncertainties: u(P)=0.1 MPa, u(T)=0.1 K, and u(y)≤0.00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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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318 K에서 측정된 벤조산의 용해도와 문헌값의 비교, (◇) 

Galia [46], (□) Kurnik [47], (△) Lee [48], (▽) Schmitt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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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분산 염료의 용해 속도 측정 

 

4.1. 연구의 배경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염착 속도 연구를 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섬유 내에서의 염료 분자 거동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염료가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녹는 용해 속도가 전체 염색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7]. 염료 입자의 미세화를 

통해 염료의 용해 속도가 증가하면, 전체 염색 속도도 향상되었다. 

염색 속도에 영향을 주는 초임계 용액으로부터 섬유로 염료가 물질 

전달되는 현상의 원동력이 용액의 농도인데, 염료의 용해 속도가 

높을수록 염색이 진행되는 동안 용액의 농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색이 이루어지는 여러 단계들의 속도와 

전체 염색 공정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정인 용해 단계에 

대한 속도를 다양한 공정 조건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용해에 대한 kinetic model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총괄 물질 전달 계수 (Overall mass transfer coefficient)의 

역수는 분산상 (Dispersed phase)과 연속상 (Continuous phase) 각각의 

물질 전달 계수의 역수의 합으로 나타난다 [49,50]. 염료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면, 분산상의 물질 전달 계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총괄 물질 전달 계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연속상의 물질 전달 계수를 증가시키면 전체 물질 전달 계수도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염색 공정에서 염색 속도가 향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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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속상의 물질 전달 계수는 유체의 흐름 

특성과 연관이 있다. 유체의 흐름은 유량, 유체가 흐르는 관의 구조, 

내부 구조물의 모양 등에 영향을 받는다.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사용되는 염색 장치에서 염료의 저장조 (염료조, Dye column)는 

일반적으로 염색이 이루어지는 염색기 (Dyeing cell) 앞쪽에 위치하고, 

원통형의 구조를 가진다 [1,17,51]. 같은 유량 조건에서 원통형의 

염료 저장조를 지나는 유체의 흐름에는 염료 저장조의 직경 

(Diameter)와 길이 (Length)가 영향을 준다. 많은 연구에서 L/D 비율 

(L/D ratio, length to diameter ratio)에 따른 연속상의 물질 전달 계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52–54]. 따라서 염료조의 형태를 조정하여 물질 

전달 계수를 변경하는 것은 염료의 용해 속도를 개선하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유체 흐름과 물질 전달 

사이의 관계를 무차원 수 상관 관계 (Dimensionless correlation)으로 

설명했다 [53,55]. 무차원 수 상관 관계 자체는 한 시스템에서의 

물질 전달을 설명하지만 다른 유사한 시스템에서의 물질 전달 또는 

유체 흐름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작은 장치의 실험 결과를 더 큰 장치에 적용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56,57]. 

 일반적으로 추출이나 용해 과정에 대한 kinetics 연구는 시간에 

따른 물질의 질량 또는 농도 변화를 관찰하면서 진행된다. In situ 

UV/Vis 분광계를 이용하면 추출이나 용해 공정에서 용해 시간에 

따른 용해 또는 추출 양을 끊김없이 원하는 시간만큼 측정하여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임계 CO2에서 염료의 용해 

속도에 대한 유체의 흐름 특성의 영향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염색 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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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방법 

4.2.1. 시료 및 실험 장치 

 

3장의 실험에서 사용된 DR60 및 CO2 와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염료 용해 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4-1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추출 장치를 사용하여 섬유 안에서 분산 염료의 확산 거동을 분석 

한 연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58].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염료를 용해시키기 위해 고압 셀 (8) 안에 염료조 (9) (Dye column)를 

설치했다. 예열기 (7) (Preheater)가 연결된 순환 온도 조절기 (3) (모델: 

CW-05G, Lab Companion, USA)를 사용하여 열매체인 에틸렌 글리콜을 

순환시키면서 셀의 온도를 유지했다. 100 µm 메쉬 필터는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용해되지 않은 염료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염료조의 입구와 출구 양쪽에 3장씩 겹쳐서 설치되었다. 또한 

염료조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다양한 크기의 염료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염료조의 출구는 in situ UV-Vis 

분광계와 사용하여 CO2 내 염료의 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뷰 

셀 (10)에 연결되었다. 뷰 셀에는 UV-Vis 분광계 (11) (모델: Avaspec-

ULS2048CL-EVO, Avantes, Netherlands)를 광원 및 검출기와 함께 셀에 

연결하기 위해 두 개의 사파이어 창이 설치되었다. 두 개의 

사파이어 창 사이의 거리, 즉 빛이 용액을 통과하는 거리는 약 1.2 

cm로 설계되었다. 실험의 작동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예열기, 고압 셀 및 뷰 셀을 공기 조 (6) 내부에 배치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원통형 염료조의 세부 구조는 그림 4-2에 나와 있다. 

염료조의 입구 및 출구에서 end effect를 무시하기 위해 입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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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은 컬럼의 내부 직경과 동일하게 설계되었고, 또한 출구 측 

필터와 직경이 작아지는 라인 사이에 공간을 두었다. 염료조의 

내부는 두 필터 사이의 공간으로 정의되었으므로 필터 사이의 

거리가 염료 컬럼의 길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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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용해 속도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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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용해 속도 측정에 사용된 염료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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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실험 방법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확한 양의 염료를 염료조 내부 

넣고, 필터를 설치한 후 조립된 염료조의 질량을 측정했다. 고압 

셀에 염료조를 설치한 후 셀을 완전히 밀봉하고, 조립된 셀을 공기 

조에 넣고 뷰 셀과 가열 순환기를 연결하여 온도를 올려주었다. 

원하는 온도에 도달한 후 냉각 순환기 (2)에 연결된 냉각기 (4)에 

의해 -20 ℃로 냉각된 CO2를 이중 플런저 고압 펌프 (5) (모델: HKS- 

3000, 한양 정밀, 대한민국)를 사용하여 주입하였다. 펌프에 의해 

주입되는 액체 CO2는 예열기를 통과하면서 초임계 상태로 가열되어 

셀에 주입되었다. 펌프 작동과 동시에 in situ UV-Vis 분광계를 통해 

흡광도 측정하여 통과하는 CO2 내 염료의 농도를 분석했으며, 이는 

매초마다 기록되고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되었다. 실험 압력은 

배압 조절기 (12) (Back pressure regulator, 모델: 26-1700 시리즈, Tescom, 

미국)를 사용하여 원하는 압력으로 제어되었다. 실험은 일반적인 

초임계 염색 공정 조건 인 393.15 K와 25 MPa의 조건에서 2 시간 

동안 수행되었으며, 가압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였다. 염료를 2 

시간 동안 용해시킨 후 염료조를 분리하여 질량 측정을 통해 

용해된 염료의 양을 얻었다. 실험에서 CO2의 유속은 20, 30, 40 

ml/min이었다. 실험은 1, 5, 10의 길이 대 지름 비율 (L/D ratio)을 

가지는 염료조로 수행되었으며, 모든 염료조의 부피는 거의 

동일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염료조의 세부 크기는 표 4-1과 

같다. 실험은 각 실험 조건에서 3 회 수행하였으며, 용해된 염료의 

평균 중량을 사용하여 용해 속도를 계산하였다. 온도, 압력 및 중량 

분석의 표준 불확도는 각각 0.1 MPa, 0.1 K 및 0.1 m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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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염료조 (Dye column)의 사이즈 

 

Length (m) Diameter (m) L/D ratio Volume (m3) 

0.0146 0.0146 1 2.44 ∙ 10-6 

0.043 0.0086 5 2.45 ∙ 10-6 

0.068 0.0068 10 2.45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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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분석법 

 

UV/Vis spectrometer 분석 

 

초임계 CO2에서 염료의 용해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in situ UV-Vis 

분광계를 사용하여 초임계 CO2 내 염료의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된 

흡광도를 농도로 변화시키기 위해 Beer-Lambert 법칙을 사용하였다. 

Beer-Lambert 법칙을 초임계 용액에 적용하기위해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28,32]. 첫 번째 가정은 몰 흡광 계수 (Molar absorption 

coefficient)가 일정하다는 것이다. 초임계 상태에서 몰 흡광 계수는 

밀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34]. 본 연구에서는 

염료를 393.15 K와 25 MPa의 일정한 조건에서 용해시켰으나 흡광도 

측정에는 가압 단계가 포함되어 있어 압력이 증가하더라도 몰 흡광 

계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두 번째 가정은 용질의 흡광이 다른 

용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일반적으로 용질 

농도가 낮을 때 정당화되며, 초임계 CO2에서 DR60의 용해도 범위가 

몰 분율로 10-6 ~ 10-7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에서 초임계 용액의 흡광도와 농도가 선형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8,59,60]. Beer-Lambert 식은 다음과 같다. 

 

𝐴𝑚𝑎𝑥 = 𝑙𝑜𝑔 (
𝐼𝑜

𝐼
)

𝑚𝑎𝑥
= 𝜀𝑚𝑎𝑥 ∙ 𝑐 ∙ 𝑙                              (4-1) 

 

여기서 Amax는 최대 흡광 파장 (λmax)에서의 흡광도, I0 및 I는 

각각 빛의 초기 및 최종 세기이며, εmax [L·mol-1·cm-1]은 λmax에서 

몰 흡광 계수, c [mol·L-1]은 용액 내 용질의 농도이고 l [cm]는 빛의 

경로 길이다. 흡광도는 일반적으로 특정 단색 파장 λmax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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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흡광도를 측정할 때 유체가 흐르기 때문에 

흐름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노이즈의 결과로 피크 

상단 부근에서 변동 (Fluctuation)이 발생하게 된다. 이 현상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 파장이 아닌 범위를 지정하여 

흡광도를 측정했다. 파장에 따른 393.15 K 및 25 MPa에서 초임계 

CO2의 DR60의 흡광도 스펙트럼이 그림 4-3에 나타나 있다. 최대 

흡광 피크는 약 540 nm에서 나타나지만 그 영역에서 흡광도의 

변화가 크다. 이는 앞선 용해도 측정 실험에서 확인한 결과, 

이산화탄소의 밀도에 따른 baseline 변화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500 ~ 510nm의 파장 범위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범위 내의 모든 값을 더하여 적분된 통합 

흡광도를 계산하였다. 모든 후속 계산에서 통합 흡광도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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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393.15 K, 25 MPa에서 초임계 CO2 내 DR60의 흡광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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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의 용해 곡선 

 

500-510nm 파장 범위에서 시간에 따른 통합 흡광도의 변화는 

그림 4-4에 표시되었다. 이 그림은 약 40 mg의 염료를 L/D 비율이 

10인 염료조에 넣고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은 CO2 유속이 

30 mL/min인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 

그래프의 면적을 계산하면 그 시간에 대한 누적 흡광도를 얻을 수 

있다. Beer-Lambert 법칙에 따르면 흡광도와 염료 농도는 선형 

관계를 갖는다. 즉, 용해된 염료의 축적된 흡광도와 농도는 서로 

비례한다. 측정된 흡광도를 염료의 양으로 변환하기 위해 뷰 셀을 

통과하는 용액의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을 

이용하면 염료의 농도는 염료의 무게에 비례하기 때문에 2 시간 

(120 분)에 걸친 누적 흡광도는 용해된 염료의 무게와 선형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 

 

𝐴𝑎𝑐𝑐𝑢𝑚𝑢𝑙𝑎𝑡𝑒𝑑,𝑡 = ∫ 𝐴
𝑡

0
𝑑𝑡                                      (4-2) 

𝐴𝑎𝑐𝑐𝑢𝑚𝑢𝑙𝑎𝑡𝑒𝑑,120 ∶  𝑚120 =  𝐴𝑎𝑐𝑐𝑢𝑚𝑢𝑙𝑎𝑡𝑒𝑑,𝑡 ∶  𝑚𝑡                    (4-3) 

𝑚𝑡 =  
𝑚120×𝐴𝑎𝑐𝑐𝑢𝑚𝑢𝑙𝑎𝑡𝑒𝑑,𝑡

𝐴𝑎𝑐𝑐𝑢𝑚𝑢𝑙𝑎𝑡𝑒𝑑,120
                                      (4-4) 

 

Aaccumulated, t 및 mt [mg]는 각각 시간 t [min]에서의 누적 흡광도와 

염료조를 빠져나간 염료의 총 질량이다. 식 (4-4)을 사용하여 각 

실험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흡광도를 실험 시간 동안 용해된 

염료의 총 용해량으로 환산하여 염료 용해 곡선 (Dye dissolution 

curve)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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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 측정 결과, L/D ratio = 10, 유량 

= 3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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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및 고찰 

4.3.1. 염료의 물질 전달 계수 계산 

 

그림 4-5는 30 mL/min의 CO2 유량에서 L/D 비율이 10 인 

염료조에서 약 40 mg의 염료가 시간에 따라 용해된 염료의 누적량 

그래프를 보여준다. 실험 조건 및 측정 결과는 표 4-2에 나와 있다. 

각 실험 조건에서 용해된 염료의 양을 비교할 때 L/D 비율과 

유속이 클수록 2 시간 동안의 용해 효율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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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시간에 따른 염료의 용해량, L/D ratio = 10, 유량 = 3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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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실험 조건과 측정값 

Flow rate [mL/min] L/D ratio Initial dye 1 [mg] Dissolved dye 2 [mg] 

20 1 39.8 6.73 (0.65) 

5 41.0 15.31 (0.52) 

10 40.6 19.59 (2.01) 

30 1 39.3 7.60 (0.22) 

5 40.3 17.02 (0.71) 

10 40.9 22.68 (1.10) 

40 1 40.1 8.80 (0.44) 

5 40.3 18.11 (1.02) 

10 41.2 28.93 (0.51) 

1 측정값의 불확도: u (initial dye) = 0.1 

2 각 조건에서 3회 측정 결과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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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된 염료의 양을 기반으로 이 실험에서 구성된 시스템의 

물질 전달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단순화된 용해 모델이 설계되었다. 

 

𝑑𝑀

𝑑𝑡
= −𝐾𝑐𝐴(𝑡)(𝐶𝑠 − 𝐶𝑏)                                      (4-5) 

 

여기서 M은 염료조 내 잔존하는 염료의 질량, Kc [m∙min-1]은 물질 

전달 계수, A(t) [m2]는 시간 t에서 염료의 총 표면적, Cs 및 Cb는 

유체에서 염료의 포화 농도 및 벌크 농도를 의미한다. 식 (4-5)는 

기본적인 용해 속도 방정식을 나타낸다 [49,50]. 본 연구에서는 위의 

방정식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두 가지 가정을 통해 이 

방정식을 개선했다. 첫째, 순수한 CO2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벌크 유체의 농도는 0으로 유지된다. 둘째, 각 염료 입자는 

용해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모든 염료 입자는 구형이다. 

위의 가정을 통해 염료의 표면적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𝐴𝑑𝑦𝑒 = 4𝜋𝑟𝑑𝑦𝑒
2                                           (4-6) 

𝑁𝑑𝑦𝑒,𝑡 =  
𝑀𝑡

𝐴𝑣𝑒𝑟𝑎𝑔𝑒 𝑚𝑎𝑠𝑠 𝑜𝑓 𝑑𝑦𝑒 𝑝𝑎𝑟𝑡𝑖𝑐𝑙𝑒𝑠
=  

𝑀𝑡

𝜌𝑉𝑑𝑦𝑒
                   (4-7) 

𝑉𝑑𝑦𝑒 =  
4

3
𝜋𝑟𝑑𝑦𝑒

3                                           (4-8) 

𝐴(𝑡) =  𝐴𝑑𝑦𝑒  ×  𝑁𝑑𝑦𝑒,𝑡 =  𝐴𝑑𝑦𝑒  ×  
𝑀𝑡

𝜌𝑉𝑑𝑦𝑒
                       (4-9) 

 

여기서 Adye [m2], rdye [m] 및 Vdye [m3]은 각각 DR60의 평균 표면적, 

입자 반경 및 입자 부피를 의미한다. Mt [g]는 시간 t [min]에서 

염료조 내 염료의 질량이다. ρ는 분자량 및 몰 부피로 계산된 

DR60의 밀도이며 공급 업체로부터 제공되었다. 이 연구에서 rdye는 

이전 연구에서 측정된 20 µm로 계산되었다 [7]. 식 (4-9)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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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의 표면적은 염료의 질량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𝑑𝑀

𝑑𝑡
= −𝑘𝑀𝑡                                              (4-10) 

k =  
3𝐾𝑐𝐶𝑠

𝜌𝑟𝑑𝑦𝑒
                                               (4-11) 

 

식 (4-9)를 식 (4-5)에 대입하고 k를 상수로 치환하면 식 (4-10)이 

된다. 

 

𝑀𝑡

𝑀0
=  𝑒−𝑘𝑡                                               (4-12) 

 

식 (4-10)을 적분하면 식 (4-12)를 구할 수 있다. 이 식을 이용하면 

시간에 따른 염료조 내 염료의 질량 변화로부터 물질 전달 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각 실험 조건에 대한 염료 질량의 변화는 그림 4-

6에 나와 있다. Mt는 M0에서 흡광도로부터 계산된 용해된 양을 빼서 

계산된다. 펌프가 일으키는 유체 유동 펄스는 빛의 산란과 흡광도 

변화에 영향을 주어 흡광도에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이즈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10 분 단위로 plot하였고, 그 

결과 1초 단위로 plot했을 때와 약 2 % 이하의 차이로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각 조건의 실험 결과에 대한 추세선을 

점선으로 표시하였고, 각 조건에 대한 추세선 방정식의 경우 

MATLAB의 곡선 피팅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추세선은 초기 시간대에서 잘 맞지 않았다. 이 실험에서 

총 실험 시간에는 가압 시간이 포함된다. 초기에는 유체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염료가 충분한 시간 동안 CO2와 접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추세선이 나타내는 것보다 더 

많은 염료가 용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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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을 위해 20 분을 초기 값으로 설정했다. 압력이 원하는 값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초기에 다량의 염료를 용해시킨 거의 

모든 CO2가 빠져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 분이라고 가정했다. 

압력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유속이 20 

mL/min 인 경우 약 10 분, 유속이 30 mL/min 인 경우 약 6 분이었다. 

따라서 실험에서 순수한 CO2가 흐를 때만 용해 현상이 관찰되도록 

20 분의 값부터 사용하였다. 즉, 이번 연구에서 용해 속도는 

유입되는 CO2와 유출되는 CO2의 양이 일정해지는 정상상태 (Steady 

state)에서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20 분까지의 초기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20 분의 값부터 사용하였다. 수정된 

그래프는 그림 4-7에 나와 있다. 각 추세선에 대한 방정식은 표 4-

3에 나와 있다. 추세선의 방정식에서 실험 피팅 상수 k를 구할 수 

있으며 다음을 사용하여 질량 전달 계수 (Kc)를 계산할 수 있다. 식 

(4-11)을 사용하여 각 실험 조건의 물질 전달 계수는 표 4-3에 

나열되어 있다. 물질 전달 계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DR60의 

밀도는 염료 공급 업체에서 얻었으며 DR60의 393.15 K 및 25 MPa 

용해도는 앞선 제 3장의 결과에 의해 1.1343 x 10-4 g/mL를 

사용하였다. 물질 전달 계수 계산에 사용된 값은 표 4-4에 나열되어 

있다. 결과에 따르면 L/D 비율이 클수록, 유량이 빠를수록 물질 

전달 계수가 커진다. 그리고 L/D 비율이 작을 때 유속에 따른 용해 

속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L/D가 증가할수록 유속에 따른 용해 

속도의 차이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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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실험 조건별 시간에 따른 염료조 내 염료의 질량 

변화, flow rate = 20 mL/min (red), flow rate = 30 mL/min 

(green), flow rate = 40 mL/min (blue), L/D = 1 (○), L/D = 5 

(△), L/D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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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개선된 실험 조건별 시간에 따른 염료조 내 염료의 

질량 변화, flow rate = 20 mL/min (red), flow rate = 30 

mL/min (green), flow rate = 40 mL/min (blue), L/D = 1 (○), 

L/D = 5 (△), L/D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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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각 조건에서의 추세선과 계산된 물질 전달 계수 

Flow rate 

[mL/min] 

L/D ratio Trend line equation R2 Kc ∙104
 [m/min]1 

20 1 y = 𝑒−0.00130𝑥 0.9908 1.093 

5 y = 𝑒−0.00346𝑥 0.9927 2.927 

10 y = 𝑒−0.00536𝑥 0.9941 4.533 

30 1 y = 𝑒−0.00132𝑥 0.9685 1.120 

5 y = 𝑒−0.00372𝑥 0.9488 3.144 

10 y = 𝑒−0.00592𝑥 0.9981 5.007 

40 1 y = 𝑒−0.00160𝑥 0.9883 1.352 

5 y = 𝑒−0.00413𝑥 0.9938 3.497 

10 y = 𝑒−0.00734𝑥 0.9989 6.215 

1 식 (4-11)로부터 계산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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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물질 전달 계수 계산에 사용된 물질의 물성 

Density of DR60 [g/ml] 1.44 

Particle radius of DR60 [µm] 20 

Solubility of DR60 in CO2 [g/ml] 1.134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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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초기 염료 질량의 영향 

 

염료조 내 염료의 초기 질량이 용해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L/D 비율이 10 인 컬럼에서 30 mL/min의 유속으로 

초기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했다. 20 분 시점의 염료조 

내부의 염료량을 초기 값으로 설정하고 추세선과 물질 전달 계수를 

계산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염료조 내 염료의 질량 변화와 

추세선은 그림 4-8에, 실험 조건 및 결과는 표 4-5에 나와 있다. 

염료의 초기 질량과 물질 전달 계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보니 둘 

사이의 관계는 거의 선형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는 그림 4-9에 

나타나 있고, 피팅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𝐾𝑐 =  −6 ∙ 10−6𝑀0 + 0.0007, R2 = 0.9999                     (4-13) 

 

결과에 따르면 염료의 초기 질량이 증가하면 염료의 용해 물질 

전달 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DR60의 융점은 

185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압 CO2 환경에서 융점 강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실험 조건에서도 염료 

입자가 응집될 수 있다 [61]. 이는 염료의 초기 질량이 증가하면 

염료 입자의 응집이 증가하여 용해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의 

표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질 전달 계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용해 속도 모델에서는 모든 입자가 CO2와 

접촉한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이산화탄소와 접촉하지 않는 

입자가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응집 등에 의해 염료 입자가 

겹치면서 이산화탄소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염료의 양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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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물질 전달 계수는 작게 계산된다. 이 

결과에 따르면 물질 전달 계수를 계산할 때 유효 표면적을 

고려하여 방정식을 수정해야한다. 무차원 수 상관 관계에 따라 

이론적으로 동일한 Re의 경우 M0에 관계없이 Kc는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수정된 물질 전달 계수 (Kc
*)는 식 (4-13)을 

식 (4-11)에서 계산된 Kc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𝐾𝑐
∗ =  𝐾𝑐 + 6 ∙ 10−6𝑀0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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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초기 질량별 시간에 따른 염료조 내 염료의 질량 

변화, column with L/D ratio = 10 and flow rate = 30 mL/min 

for various initial weight of dye, 62.4 mg (●), 40.9 mg (◆), 

20.2 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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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초기 질량에 따른 물질 전달 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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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실험 조건과 측정값 

Initial dye 

[mg] 

M0 
 

[mg] 

Dissolved dye 1 

[mg] 

Trend line equation R2 Kc ∙104
 [m/min] 

20.2 14.51 13.21 (1.58) y = 𝑒−0.00721𝑥 0.9974 6.10 

40.9 32.84 22.68 (1.10) y = 𝑒−0.00592𝑥 0.9981 5.01 

62.4 55.02 26.90 (2.71) y = 𝑒−0.00431𝑥 0.9993 3.65 

1 각 조건에서 3회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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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무차원 수 관계식 

 

본 연구에서는 염료 칼럼의 L/D 비율에 따른 염료 용해 속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CO2 유량, 염료조의 부피, 염료의 무게, 온도 및 

압력과 같은 다른 실험 조건이 일정 할 때 L/D 비율은 CO2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염료조의 직경이 변경되면 유체가 흐르는 

공간의 단면적이 변하게 되고, 유체의 체적 유량이 동일하게 

유지되면 유체의 유속(Velocity)이 변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수와 

유량에 따른 유체의 흐름 특성은 Reynolds number (Re)로 표현된다. 

대류 물질 전달의 경우 유체 흐름과 유체 및 재료의 특성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관 관계로 표현된다 [50,55]. 

 

Sh =  𝑓(𝑅𝑒, 𝑆𝑐) = 𝑎𝑅𝑒𝑚𝑆𝑐𝑛                                (4-15) 

 

여기서 Sh는 Sherwood 수, Re는 Reynolds 수, Sc는 Schmidt 수, a, m, 

n은 상수이다. Sh, Re 및 Sc는 다음의 식들로 정의된다.  

 

Sh =
𝐾𝑐𝐿

𝐷𝐴𝐵
                                                (4-16) 

Re =
ρUL

μ
                                                (4-17) 

Sc =
𝜇

𝜌𝐷𝐴𝐵
                                               (4-18) 

 

여기서 L [m]은 특성 길이, DAB는 초임계 CO2에서 염료의 

확산계수 (Diffisivity), ρ는 CO2의 밀도, U는 CO2의 유속, µ는 CO2의 

점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시스템에서 특성 길이는 염료의 

직경으로 계산하였다. CO2의 밀도와 점도는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USA) Chemistry webbook [6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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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DR60의 초임계 CO2의 확산계수는 문헌에 측정 값이나 값이 

없기 때문에 DR60과 유사한 값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염료의 값을 참조하여 6 x 10-7 m2/min으로 계산되었다 [63]. 무차원 

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값은 표 4-6에 나와 있다. MATLAB 곡선 

피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된 피팅 매개 변수와 함께 계산된 

무차원 수와 그 상관 방정식은 표 4-7에 나열되어 있다. Sc는 확산 

계수, 밀도 및 점도가 모두 온도와 압력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실험 

조건에서 각 실험에 대해 변경되지 않는 값이다. 따라서 상관 

관계는 Sc가 아닌 Sh와 Re로만 계산되었다. 유량별 무차원 수 상관 

관계는 그림 4-10에 나와 있다. 

무차원 상관 방정식에 따르면 이 연구에 사용된 염료의 용해 

모델에서 Sh는 Re의 0.442 - 0.514 거듭 제곱에 비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충전 층 시스템에서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여 

추출하는 경우 무차원 상관 관계는 Re의 지수가 약 0.5–0.83을 

나타낸다 [55]. 이 연구에서는 염료조가 염료 입자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컬럼 내부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염료의 

용해에 대한 유체 자체의 유동 특성의 영향이 감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속에 따라 경향이 다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유속이 변할 때 염료조의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유체가 염료조 

내부에 머무르는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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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무차원 수 계산에 사용된 물질의 물성 

Density of CO2 [g/m3] 500 

Viscosity of CO2 [Kg/m∙ s] 4 ∙ 10-5 

Particle radius of DR60 [µm] 20  

Diffusivity of DR60 in CO2 [m2/min] 6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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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산된 무차원 수와 상관 관계식 

Flow rate 

[mL/min] 

L/D ratio Kc
* ∙104 

 

[m/min] 

Re Sh Dimensionless 

correlation 

R2 

20 

1 3.344 0.996 0.0222 

Sh = 0.0221∙Re0.442 0.9912 
5 5.087 2.869 0.0339 

10 6.664 4.589 0.0444 

30 

1 3.316 1.493 0.0221 

Sh = 0.0180∙Re0.477 0.9911 
5 5.214 4.304 0.0348 

10 6.978 6.884 0.0465 

40 

1 3.544 1.991 0.0236 

Sh = 0.0161∙Re0.514 0.9624 
5 5.432 5.738 0.0362 

10 8.052 9.178 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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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실험 조건별 무차원 수와 상관 관계 추세선, (a)flow 

rate = 20 mL/min, (b)flow rate = 30 mL/min, (c)flow rate = 4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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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용해 속도 예측 

 

상기 결과의 대형 염색 장비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대용량 염료조로 염료 용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작은 부피의 

염료조에서 유속이 30 ml/min 인 경우와 동일한 공간 시간 (Space 

time, 이산화탄소가 염료조에 머무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유속은 

77 ml/min와 128 ml/min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CO2와 염료의 

총량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초기 염료의 양을 약 100 ~ 120 mg으로 

하였다. Sherwood 수는 이전에 계산된 유속 30 ml/min에서의 무차원 

상관 방정식을 사용하여 각각의 실험 조건으로부터 계산되었다. 

이로부터 용해 곡선을 예측하기 위해 용해 속도 상수 (k)를 

계산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값은 표 4-8에 나와 있다. 또한 그림 4-

11과 4-12에는 실험적으로 측정된 용해 곡선과 계산된 용해 곡선을 

나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용해 속도 모델을 이용하여 용해 

속도를 예측한 결과 부피가 약 6 ml인 염료조의 경우 약 2.4 %의 

오차로 거의 정확하게 예측되었고, 부피가 약 10 ml인 염료조의 

경우 약 7.7 %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염료조의 부피가 커질수록 

오차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부피가 커질수록 염료조 내 

용해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간 (dead space)이 증가하거나 실제 

염료가 차지하는 부피 대비 염료조의 부피가 너무 커서 용해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초기 염료가 많아질수록 용해 속도 모델에서 염료의 

표면적 계산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이산화탄소의 양에 맞추어 넣어준 초기 염료의 양을 정했지만 

염료조의 부피 대비 염료가 차지하는 부피를 맞추어 초기 염료의 

양을 정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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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실제로 산업용 염색 설비에 적용 시 다양한 추가 공정 변수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염료조의 부피가 증가할 때 염료가 

용해되는 속도를 경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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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용해 곡선 예측에 사용된 염료조의 사이즈 및 물질의 물성 

Length of dye column [m] 0.093 0.11 

Diameter of dye column [m] 0.0093 0.011 

Volume of dye column [m3] 6.32 ∙ 10-6 1.05 ∙ 10-5 

Flow rate of CO2 [ml/min] 77 128 

Initial dye [mg] 100.7 120 

Dissolved dye [mg] 39.4 35.3 

Re 9.446 11.224 

Experimented dissolution curve y = 𝑒−0.00332𝑥 y = 𝑒−0.00272𝑥 

Predicted dissolution curve y = 𝑒−0.00324𝑥 y = 𝑒−0.00251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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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큰 사이즈 (부피: 6.32 ∙ 10-6 m3)의 염료조를 이용한 염료 

용해 곡선, 측정값 (점선), 예측 곡선(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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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큰 사이즈 (부피: 1.05 ∙ 10-5 m3)의 염료조를 이용한 염료 

용해 곡선, 측정값 (점선), 예측 곡선(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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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초임계 염색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염료가 용해되는 현상은 

공정의 첫 단계이며,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염료의 농도와 염료의 

용해 속도는 전체 공정에서 일어나는 물질 전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In situ UV-Vis 분광계를 통해 고압 시스템에서 

용액의 농도와 내부 농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용해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in situ UV-Vis 분광계를 이용하여 초임계 CO2 내 

염료의 용해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수립하여 DR60의 용해도를 

측정하고 벤조산의 용해도를 통해 이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기존의 다른 방법보다 적은 양의 용질로 정확한 

용해도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염료와 CO2의 양을 무게로 

측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농도 측정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 

방법에서 분광계를 정량 분석 용도가 아닌 초임계 용액을 관찰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초임계 조건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몰 흡광 계수에 대한 가정이나 보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초임계 CO2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연속식 시스템에서 DR60의 

용해 속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용해 속도 모델을 설계하여 

염료의 물질 전달 계수를 계산하였다. In situ UV-Vis 분광계로 염료의 

용해 속도를 측정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염료의 용해 

속도는 Beer-Lambert 법칙에 따라 흡광도를 염료의 질량으로 

변환하여 계산할 수 있었다. 염료와 초임계 CO2가 접촉하는 

염료조의 L/D 비를 변경하여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염료의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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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물질 전달 계수와 

유체 흐름의 관계를 Sh와 Re의 상관 관계식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상관 방정식을 사용하여 스케일 업 된 염료조에서 

염료가 용해되는 용해 속도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 확립된 

시스템은 실제 염색 공정을 유사하게 모사했으며 결과로 제시된 

모델식은 이 시스템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초임계 염색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반응기 및 공정 

설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 체계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in situ 분광계의 활용방법은 기존의 

시각적으로 물질의 상평형을 관찰하는 방법에 객관성을 제공할 수 

있고, UV-Vis 아니라 IR과 같은 다른 범위의 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도 나 압력의 제한없이 적용이 

가능하고 편리성, 정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어 다양한 학술 및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기본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용해도와 용해 속도와 같은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공정에 적용되어 프로세스의 종말점 

예측이나 세척 후 잔존 물질 확인 등의 응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임계 염색 공정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염료의 용해 속도 모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흡착과 확산 

모델을 더하면 용해 – 흡착 – 확산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염색 

메커니즘을 통합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적으로 위 3가지 과정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초임계 염색 공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94 

 

참고 문헌 

[1] T. Kim, G. Park, W. Kong, Y.-W. Lee, Supercritical Dyeing 

Technology, Clean Technol. 24 (2018) 1–8. 

https://doi.org/http://dx.doi.org/10.7464/ksct.2018.24.1.001. 

[2] A.S. Ö zcan, A. Ö zcan, Adsorption behavior of a disperse dye on 

polyester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J. Supercrit. Fluids. 35 

(2005) 133–139. https://doi.org/10.1016/j.supflu.2004.12.006. 

[3] S. Sicardi, L. Manna, M. Banchero, Comparison of dye diffusion in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s in the presence of a supercritical or 

aqueous solvent, Ind. Eng. Chem. Res. 39 (2000) 4707–4713. 

https://doi.org/10.1021/ie000125c. 

[4] S. Sicardi, L. Manna, M. Banchero, Diffusion of disperse dyes in PET 

films during impregnation with a supercritical fluid, J. Supercrit. 

Fluids. 17 (2000) 187–194. https://doi.org/10.1016/S0896-

8446(99)00055-8. 

[5] M. V. Fernandez Cid, M. Van Der Kraan, W.J.T. Veugelers, G.F. 

Woerlee, G.J. Witkamp, Kinetics study of a dichlorotriazine reactive 

dye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J. Supercrit. Fluids. 32 (2004) 

147–152. https://doi.org/10.1016/j.supflu.2004.03.002. 

[6] E. Bach, E. Cleve, E. Schollmeyer, Past, present and future of 

supercritical fluid dyeing technology - an overview, Rev. Prog. Color. 

Relat. Top. 32 (2002) 88–102. https://doi.org/10.1111/j.1478-

4408.2002.tb00253.x. 

[7] T. Kim, B. Seo, G. Park, Y.-W. Lee, Effects of dye particle size and 

dissolution rate on the overall dye uptake in supercritical dyeing 

process, J. Supercrit. Fluids. 151 (2019) 1–7. 

https://doi.org/10.1016/j.supflu.2019.05.006. 

[8] S. Peper, J.M.S. Fonseca, R. Dohrn, High-pressure fluid-phase 

equilibria: Trends, recent developments, and systems investigated 

(2009–2012), Fluid Phase Equilib. 484 (2019) 126–224. 

https://doi.org/10.1016/j.fluid.2018.10.007. 

[9] R.B. Gupta, J.-J. Shim, Solubility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CRC Press, 2006. https://doi.org/10.1201/9781420005998. 

[10] D. Gao, D.F. Yang, H.S. Cui, T.T. Huang, J.X. Lin, Synthesis and 

measurement of solubilities of reactive disperse dyes for dyeing cotton 

fabrics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Ind. Eng. Chem. Res. 53 (2014) 



95 

 

13862–13870. https://doi.org/10.1021/ie5025497. 

[11] K. Tamura, R.S. Alwi, T. Tanaka, K. Shimizu, Solubility of 1-

aminoanthraquinone and 1-nitroanthraquinone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J. Chem. Thermodyn. 104 (2017) 162–168. 

https://doi.org/10.1016/j.jct.2016.09.032. 

[12] T. Kraska, K.O. Leonhard, D. Tuma, G.M. Schneider, Correlation of 

the solubility of low-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near and 

supercritical fluids Part II. Applications to Disperse Red 60 and two 

disubstituted anthraquinones, Fluid Phase Equilib. 194197 (2002) 469–

482. 

[13] D. Tuma, B. Wagner, G.M. Schneider, Comparative solubility 

investigations of anthraquinone disperse dyes in near- and supercritical 

fluids, Fluid Phase Equilib. 182 (2001) 133–143. 

https://doi.org/10.1016/S0378-3812(01)00387-9. 

[14] V.F. Cabral, W.L.F. Santos, E.C. Muniz, A.F. Rubira, L. Cardozo-

Filho, Correlation of dye solubility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J. 

Supercrit. Fluids. 40 (2007) 163–169. 

https://doi.org/https://doi.org/10.1016/j.supflu.2006.05.004. 

[15] A. Braeuer, In situ Spectroscopic Techniques at High Pressure., 2015. 

[16] J. Mendez-Santiago, A.S. Teja, Solubility of benzoic acid in mixtures 

of CO2 + hexane, J. Chem. Eng. Data. 57 (2012) 3438–3442. 

https://doi.org/10.1021/je300488y. 

[17] M. Banchero, Recent advances in supercritical fluid dyeing, Color. 

Technol. 136 (2020) 317–335. https://doi.org/10.1111/cote.12469. 

[18] J. Zhang, D.P. Roek, J.E. Chateauneuf, J.F. Brennecke, A Steady-State 

and Time-Resolved Fluorescence Study of Quenching Reactions of 

Anthracene and 1,2-Benzanthracene by Carbon Tetrabromide and 

Bromoethane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J. Am. Chem. Soc. 119 

(1997) 9980–9991. https://doi.org/10.1021/ja964244o. 

[19] Colour Terms and Definitions, 2nd ed., Society of Dyers and 

Colourists, 1988. 

[20] H. Braun, Particle Size and Solubility of Disperse Dyes, Rev. Prog. 

Color. Relat. Top. 13 (1983) 62–72. https://doi.org/10.1111/j.1478-

4408.1983.tb03728.x. 

[21] M.L. Gulrajani, Disperse dyes; mechanism of dyeing, in: Dye. Polyest. 

Its Blends,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New Delhi, 1987. 



96 

 

[22] D.M. Nunn, The dyeing of synthetic-polymer and acetate fibres, Dyers 

Co. Publications Trust, 1979. 

[23] E. Guibal, P. McCarrick, J. M. Tobin, Comparison of the Sorption of 

Anionic Dyes on Activated Carbon and Chitosan Derivatives from 

Dilute Solutions, 2003. https://doi.org/10.1081/ss-120022586. 

[24] A. Ferri, M. Banchero, L. Manna, S. Sicardi, Dye uptake and partition 

ratio of disperse dyes between a PET yarn and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J. Supercrit. Fluids. 37 (2006) 107–114. 

https://doi.org/10.1016/j.supflu.2005.07.001. 

[25] S.K. Liao, Y.C. Ho, P.S. Chang, Dyeing of nylon 66 with a disperse-

reactive dye using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as the transport 

medium, Color. Technol. 116 (2000) 403–407. 

https://doi.org/10.1111/j.1478-4408.2000.tb00018.x. 

[26] T.T. Ngo, C.L. Liotta, C.A. Eckert, S.G. Kazarian, Supercritical fluid 

impregnation of different azo-dyes into polymer: in situ UV/Vis 

spectroscopic study, J. Supercrit. Fluids. 27 (2003) 215–221. 

https://doi.org/https://doi.org/10.1016/S0896-8446(02)00239-5. 

[27] 김태완, 초임계 염색 공정에서 폴리에스터 섬유 내 분산 염료 

확산 거동 예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28] T.T. Ngo, D. Bush, C.A. Eckert, C.L. Liotta, Spectroscopic 

measurement of solid solubility in supercritical fluids, AIChE J. 47 

(2001) 2566–2572. https://doi.org/10.1002/aic.690471119. 

[29] H. Inomata, Y. Yagi, M. Saito, S. Saito, Density dependence of the 

molar absorption coefficient-Application of the beer-lambert law to 

supercritical CO2-Naphthalene mixture, J. Supercrit. Fluids. 6 (1993) 

237–240. https://doi.org/10.1016/0896-8446(93)90033-T. 

[30] T.T. Ngo, C.L. Liotta, C.A. Eckert, S.G. Kazarian, Supercritical fluid 

impregnation of different azo-dyes into polymer: In situ UV/Vis 

spectroscopic study, J. Supercrit. Fluids. 27 (2003) 215–221. 

https://doi.org/10.1016/S0896-8446(02)00239-5. 

[31] C.B. Kautz, G.M. Schneider, J.J. Shim, B. Wagner, D. Tuma, 

Solubilities of a 1,4-bis(alkylamino)-9,10-anthraquinone series in 

compressed carbon dioxide, J. Chem. Eng. Data. 53 (2008) 2356–

2371. https://doi.org/10.1021/je800252z. 

[32] B. Wagner, M. Nishioka, D. Tuma, M. Maiwald, G.M. Schneider, 

Sample purification for spectroscopic high-pressure investigations by 

dynamic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J. Supercrit. Fluids. 16 (1999) 



97 

 

157–165. https://doi.org/10.1016/S0896-8446(99)00028-5. 

[33] D. Tuma, B. Wagner, G.M. Schneider, High-pressure solubility 

measurement of solids in near and supercritical fluids, in: G. 

BRUNNER (Ed.), Supercrit. Fluids as Solvents React. Media, 

Elsevier, 2004: pp. 121–146. https://doi.org/10.1016/B978-

044451574-2/50005-5. 

[34] J.K. Rice, E.D. Niemeyer, F. V. Bright, Evidence for Density-

Dependent Changes in Solute Molar Absorptivities in Supercritical 

CO2: Impact on Solubility Determination Practices, Anal. Chem. 67 

(1995) 4354–4357. https://doi.org/10.1021/ac00119a024. 

[35] C. Crampon, G. Charbit, E. Neau, High-pressure apparatus for phase 

equilibria studies: Solubility of fatty acid esters in supercritical CO2, J. 

Supercrit. Fluids. 16 (1999) 11–20. https://doi.org/10.1016/S0896-

8446(99)00021-2. 

[36] D.W. Cho, J.H. Lee, J. Shin, W. Bae, H. Kim, M.S. Shin, High-

pressure phase behaviour measurement of (CO2 +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and (CO2 + di-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binary 

mixture systems, J. Chem. Thermodyn. 43 (2011) 1666–1671. 

https://doi.org/10.1016/j.jct.2011.05.031. 

[37] P.C. Burnley, I.C. Getting, Creating a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at 

high pressure in a gas piston cylinder apparatus, Rev. Sci. Instrum. 83 

(2012). https://doi.org/10.1063/1.3677844. 

[38] S. Suzuki, K. Aoki, K. Moribe, T. Sako, Solubility Measurement in 

Supercritical CO2 with High Pressure UV/VIS Absorption 

Spectroscopy, Asian Pacific Confederation of Chemical Engineering 

congress program and abstract. 2004 (2004) 839. 

https://doi.org/10.11491/apcche.2004.0.839.0. 

[39] E. Lemmon, M.O. McLinden, D.G. Friend,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Fluid Systems, NIST Chem. WebBook, NIST Stand. Ref. Database 

Number 69. (2017). https://doi.org/10.18434/T4D303. 

[40] H.-D Sung, J.-J. Shim, Solubility of C. I. Disperse Red 60 and C. I. 

Disperse Blue 60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J. Chem. Eng. Data. 

44 (1999) 985–989. https://doi.org/10.1021/je990018t. 

[41] J.W. Lee, J.M. Min, H.K. Bae, Solubility measurement of disperse 

dyes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J. Chem. Eng. Data. 44 (1999) 

684–687. https://doi.org/10.1021/je9802930. 

[42] Ö . Güçlü-Üstündaǧ, F. Temelli, Correlating the solubility behavior of 



98 

 

fatty acids, mono-, di-, and triglycerides, and fatty acid esters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Ind. Eng. Chem. Res. 39 (2000) 4756–

4766. https://doi.org/10.1021/ie0001523. 

[43] E.H. Chimowitz, K.J. Pennisi, Process synthesis concepts for 

supercritical gas extraction in the crossover region, AIChE J. 32 

(1986) 1665–1676. https://doi.org/10.1002/aic.690321010. 

[44] J. Chrastil, Solubility of solids and liquids in supercritical gases, J. 

Phys. Chem. 86 (1982) 3016–3021. 

https://doi.org/10.1021/j100212a041. 

[45] A. Galia, A. Argentino, O. Scialdone, G. Filardo, A new simple static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solubilities of condensed compounds 

in supercritical fluids, J. Supercrit. Fluids. 24 (2001) 7–17. 

https://doi.org/10.1016/S0896-8446(02)00009-8. 

[46] R.T. Kurnlk, S.J. Holla, R.C. Reid, Solubility of Solids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and Ethylene, J. Chem. Eng. Data. 26 (1981) 47–51. 

https://doi.org/10.1021/je00023a016. 

[47] L.S. Lee, J.F. Huang, O.X. Zhu, Solubilities of solid benzoic acid, 

phenanthrene, and 2,3-dimethylhexane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J. Chem. Eng. Data. 46 (2001) 1156–1159. 

https://doi.org/10.1021/je0100140. 

[48] W.J. Schmitt, R.C. Reid, Solubility of Monofunctional Organic Solids 

in Chemically Diverse Supercritical Fluids, J. Chem. Eng. Data. 31 

(1986) 204–212. https://doi.org/10.1021/je00044a021. 

[49] R.J. Seager, A.J. Acevedo, F. Spill, Solid dissolution in a fluid solvent 

is characterized by the interplay of surface area-dependent diffusion 

and physical fragmentation, Sci. Rep. (2018) 1–17. 

https://doi.org/10.1038/s41598-018-25821-x. 

[50] W.R. Wicks Welty, Fundamentals Of Momentum, Heat, And Mass 

Transfer, 5th ed., Wiley India Pvt, 2010. 

[51] M. Banchero, S. Sicardi, A. Ferri, L. Manna, Supercritical Dyeing of 

Textiles — From the Laboratory Apparatus to the Pilot Plant, Text. 

Res. J. 78 (2008) 217–223. 

https://doi.org/10.1177/0040517507081297. 

[52] K.S. Duba, L. Fiori, Supercritical CO2 extraction of grape seed oil: 

Effect of process parameters on the extraction kinetics, J. Supercrit. 

Fluids. 98 (2015) 33–43. https://doi.org/10.1016/j.supflu.2014.12.021. 

[53] J.A. Pérez-Galindo, J. López-Miranda, I.R. Martín-Dominguez, 



99 

 

Geometric and Reynolds number effects on oregano (Lippia 

Berlandieri Schauer) essential oil extraction, J. Food Eng. 44 (2000) 

127–133. https://doi.org/10.1016/S0260-8774(99)00154-5. 

[54] G.A. Núñez, J.M. Del Valle, Supercritical CO2 oilseed extraction in 

multi-vessel plants. 2. Effect of number and geometry of extractors on 

production cost, J. Supercrit. Fluids. 92 (2014) 324–334. 

https://doi.org/10.1016/j.supflu.2014.05.017. 

[55] T.M. Lin, T.S. Ping, A. Saptoro, P. Freddie, Mass Transfer 

Coefficients and Correlation of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Extraction of Sarawak Black Pepper, (2013). 

https://doi.org/10.1515/ijfe-2012-0219. 

[56] C. Thirteen, Scale-Up in Reactor Design, in: Model. Chem. Kinet. 

React. Des., Elsevier, 2001: pp. 1034–1081. 

https://doi.org/10.1016/B978-088415481-5/50015-2. 

[57] G. Donati, R. Paludetto, Scale up of chemical reactors, Catal. Today. 

34 (1997). https://doi.org/10.1016/S0920-5861(96)00069-7. 

[58] T. Kim, B. Seo, G. Park, Y.W. Lee, Predicting diffusion behavior of 

disperse dyes in polyester fibers by a method based on extraction, J. 

Supercrit. Fluids. 157 (2020) 104685. 

https://doi.org/10.1016/j.supflu.2019.104685. 

[59] M.J. Carrott, C.M. Wai, UV - Visible Spectroscopic Measurement of 

Solubilities in Supercritical CO2 Using High-Pressure Fiber-Optic 

Cells, 70 (1998) 2421–2425. https://doi.org/10.1021/ac971077h. 

[60] U. Haarhaus, P. Swidersky, G.M. Schneider, High-pressure 

investigations on the solubility of dispersion dyestuffs in supercritical 

gases by VIS/NIR-spectroscopy. Part I - 1,4-Bis-(octadecylamino)-

9,10-anthraquinone and disperse orange in CO2 and N2O Up to 180 

MPa, J. Supercrit. Fluids. 8 (1995) 100–106. 

https://doi.org/10.1016/0896-8446(95)90022-5. 

[61] T.J. Yoon, Y.S. Youn, W.S. Son, B. Seo, K.H. Ahn, Y.W. Lee, 

Dimensionless entropy of fusion as a simple criterion to predict 

agglomeration in the supercritical antisolvent process, Cryst. Growth 

Des. 13 (2013) 3481–3489. https://doi.org/10.1021/cg400374a. 

[62] E. Lemmon, M.O. McLinden, D.G. Friend,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Fluid Systems, NIST Chem. WebBook, NIST Stand. Ref. Database 

Number 69. (2017). https://doi.org/https://doi.org/10.18434/T4D303. 

[63] T. Funazukuri, T. Yamasaki, M. Taguchi, C. Yi, Fluid Phase 



100 

 

Equilibria Measurement of binary diffusion coef fi cient and solubility 

estimation for dyes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by CIR method, 

Fluid Phase Equilib. 420 (2016) 7–13. 

https://doi.org/10.1016/j.fluid.2016.01.010. 

 

 

 

 

 

 

 

 

 

 

 

 

 

 

 

 

 

 

 

 

 

 

 



101 

 

Abstract 

 

A study on the dissolution of dye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using an in situ UV-Vis spectrometer 

 

Geonhwan Park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ercritical Fluid Dyeing is a technology that uses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as a dyeing solvent. As social issues related to environment-friendliness 

have emerged in various industries around the world, i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dyeing process that mainly uses water. 

Traditional dyeing processes use water as a dyeing solvent, which generates a 

large amount of wastewater after the process, which contains various chemical 

substances such as residual dyes, additives, dispersants, and surfactants, which 

consumes a lot of time and money to process. Whe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is used instead of water as a dyeing solvent, wastewater is not generated 

and additional additives other than dyes are not required due to the high 

solubility of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In addition, it is economical because 

dyes and solvents can be recycled and there is no need for an additional drying 

process, since carbon dioxide can be easily separated by vaporizing after the 

process. With such advantages, more and more companies and researchers are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of supercritical dyeing technology, but they 

have not ye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existing water-based dyeing in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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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fficiency. 

The supercritical dyeing mechanism consists of the process of dissolving the 

dye into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the process of transporting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to the fiber and adsorbing the dye on the fiber 

surface, and finally the diffusion of the dye into the fiber. Many researchers 

have determined that the final process is the speed-determining step of the 

entire proces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solution rate of the dye 

into carbon dioxide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dye in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affected the overall dyeing process speed, and it was judged that 

accurate understanding and measurement of the dissolution process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dyeing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ssolution of dyes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First, a solubility measurement method using an in situ UV-Vis spectrometer 

was newly constructed to compensate for the disadvantages of the previously 

used solubility measurement method and to measure the solubility more 

accurately. Through this method, the solubility of dye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could be measured without using any special assumptions or 

calculation methods, and reliability was confirmed through comparison with 

literature values. In addition, the validity of this method was verified by 

measuring the solubility of benzoic acid, which has a higher solubility than the 

dye. 

In order to quantify the dissolution rate of the dye into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in the dyeing process, a dissolution kinetic model was established. In a 

continuous high-pressure system, a method was found to calculate the amount 

of dye dissolved from the absorbance measured using an in situ spectrometer, 

and the mass transfer coefficient was calculated under various condition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ynolds number and the Sherwood number was 

derived using the mass transfer coefficient calculated from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flow characteristics of the fluid such as flow rate, pipe shap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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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Finally, from this correlation equation, the dissolution rate at which the 

dye dissolves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in the scaled-up device was 

predicted. 

 

Keywords: Supercritical dyeing, Carbon dioxide, Disperse dye,  

In situ UV-Vis spectrometer, Solubility, Dissolu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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