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물 sizing 기술에 초임계의 도입  
 

실은 섬유로 직조되기 전에 실을 강하고 부드럽게 하는 coating 공정인 "sizing"이 필요하다. 
미국 에너지성의 Idaho National Engineering & Environmental Laboratory의 공학자 
Mark Argyle와 화학자 Alan Propp은 기존 기술을 대체할 것으로 옷감용 size로서 sizing하
는 값싸고 빠르며 소규모적이고 더욱 더 환경에 적절한 방법을 고안해왔다. 이 기술은 액체와 
기체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압의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실에 옷감용 풀(size)을 
침투시키는 것이다. 

SIzing(풀칠)은 당신이 입고 있는 와이셔츠의 실들이 매우 지독한 환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다. 실들은 자아지고, 실패에 감기고, 도투마리에서 풀어지고, 화학약품의 뜨거운 용기 
내에 담기고, 말린 뒤, bust rod에서 후려친 다음, 빗을 통해 짜지면, 당신이 아침에 단추를 잠
글 셔츠로 재단될 옷감으로 된다. Sizing(풀칠공정)-전통적인 직물 공정에서 뜨거운 화학 용
기 내에 실을 담그는 공정-은 실을 모든 마찰과 직물의 늘어남이나 변형들을 견디게 한다. 이 
공정에서 실에 적셔지는 "size(풀)"는 실을 매끄럽게 하거나, 헝클러진 섬유들을 펴고, 실을 강
하게 하기 위하여 실위에 코팅하는 녹말 또는 PVA(polyvinyl alcohol)용액이다. 기존 풀칠기
술은 전형적인 섬유제조공장의 조립라인에 체증이 일어나는 공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1800년
대 이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져 온 이 기술은 큰 규모의 풀칠 용기와 실을 
건조시키기 위해 감겨 올릴 수 있는 수증기로 가열되어지는 금속통이 필요하다. 건조된 풀이 
실들을 뭉치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실이 건조되면 그들을 다시 분리하기 위해 두들겨야 한다. 
그런 다음 실들은 빗을 통해서 고르게 펴져서 직기 도투마리에 감겨지게 된다. 전형적인 직물
공장에서 풀칠용기(sizing vat), 건조 금속통(drying can), 두드리는 막대(busting rod)와 도
투마리(beam)들은 농구 코트만큼 상당한 공간을 차지한다. 풀칠공정과 건조공정은 또한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현재 직물공장들은 분당 약 100야드의 공정을 가지고 있다. 

이름에서도 아마 직물과 관련된 연구에 종사토록 운명되어진 Argyle과 Propp은 농구구장 크
기의 기술을 쓸모 없게 만들 40-50cm 크기의 장치를 가지고 10배로 실의 가공공정을 가속화
시킬 방법을 개발해 왔다. Argyle와 Propp은 실이 통과하는 길고 가느다란 튜브 내에 풀을 부
유(浮游)하게 하기 위해 초임계 유체를 사용했다. 초임계 유체들은 기체에 고압과 고온을 걸어
줌으로서 형성되어진다.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압축된 기체들은 액체로 응축된다. 하지만 고압
과 함께 높은 온도에서는 액체와 기체의 성질을 가진 조건이 형성된다. 풀은 녹말이거나 또는 
PVA 쪽이든 초임계 유체 내에 녹일 수 있다. 장치 내에서 압력 구배는 초임계 조건을 유지한
다. 실은 가장 높은 압력 부분이 중심부에 도달할 때까지 압력이 증가되면서 통과한다. 여기서, 
초임계 환경에 녹아있는 풀 혼합물이 실(size)내로 침투된다. 실은 더 낮은 압력의 영역을 통과
하여 튜브의 반대쪽 끝에서 감겨지며, 그 곳에서 건조된 뒤 기존 공정과 같은 분당 100야드의 
속도로 나오게 된다. 기존의 풀칠기술처럼 한꺼번에 많은 실들을 취급하면 그 실들은 굳어서 
뭉쳐질 것이고, 그들을 분리하는 것은 풀칠(size coating)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Argyle와 
Propp의 기술은 각각의 실들을 동일한 깊이로 칠하게 할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최대의 
thread strength를 위해 풀이 적게 사용하게 된다. 간단한 조절을 통해 풀을 각각의 실에 침투
되는 깊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환경적으로는, 이 새로운 기술이 직물 산업에서 화학 약품이나 폐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전형적
인 직물 제조 공정에서는 폐수의 40-50%가 풀칠 공정과 관련이 있다. 풀칠용기(sizing vat)
는 종종 깨끗하게 청소되어져야 하는 데, 여기서 배출되는 영양소가 수인성 산소를 고갈시킨
다. 초임계 풀칠방법은 작은 규모의 장치와 적은 양의 세정액만을 필요로 한다. 초임계유체 공
정으로 정밀하게 풀칠할 수 있게 때문에 각각의 실에 필요한 풀의 양으로 줄어든다. 초기의 초
임계 장치는 약 3피트 정도였으나 Argyle와 Propp은 8-12인치 사이로 줄이려고 한다. 또한 
그들은 공정속도를 최소한 두 배로 향상시켜 아마도 분당 1000야드까지 되기를 기대한다. 그 
장치는 공정 상에서 몇몇 다른 위치에 있는 일반적인 직물 제조장치들을 한 곳의 조립라인에 
둘 수 있게 되었다. 직물 제조장치들은 약 100년 동안 현재 기술에 의존해 왔지만, 초임계 풀칠
은 산업을 더욱 더 값싸고, 빠르며 소규모이면서도 청정한 공정이 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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