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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섬유산업의 최근 기술개발 동향

박준수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서 론1.

지난 월 일에서 일까지 일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제 회 도른비른 화섬회의 는 년9 19 21 3 51 1962「 」
이래 매년 여 개국에서 참가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화섬업계의 동향과 기술혁신 및 제품화30 ,
전개방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회의이다 올해도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700 ,

개가 넘는 내용이 개의 주제로 나누어 발표되었다 개의 주제는 각각 섬유혁신지속가능성 수송100 7 . 7 ( ),
용 섬유 환경보호용 섬유 새로운 용도전개 메디컬 섬유 산업용 부직포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로, , , , EU-
구성되어 있다.
동 행사는 화섬 신기술 개발 노하우와 연구결과를 교류하고 산학연간 연구개발 협력을 도모하는 자

리인 만큼 유럽 섬유산업의 최근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섬유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에도 좋은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화섬회의에서 발표된 주제들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2.

섬유혁신 지속가능성2.1 ( )

의2.1.1 Brochier Technologies LIGHTEX
®

근거리 통신용으로 개발된 플라스틱 광섬유 는 빛을 전달하는 특성으로 인(POF, polymeric optical fiber)

해 발광섬유의 핵심소재로 사용된다 계인 는 코어 클래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PMMA POF (98%)- (2%) ,
클래드 층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깎아냄에 따라 측광을 발현하게 되고 제직을 통한 텍스타일화를

통해 면발광을 실현할 수 있다.

Figure 1 의 측광발현 원리. P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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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도가 낮아 경사로 사용하긴 어려우며 도비와 자카드의 위사로 사용한다 경사로 사용되는POF , .
원사에는 제한이 없으나 경사의 색이 어두울수록 완제품의 발광효율이 높고 여느 섬유원단과 마찬가지,
로 제직설계에 의해 발광 문양이 결정된다 직조된 광섬유 원단은 수십 가닥씩 묶어 와 같은 광원. LED
에 연결하면 빛을 전달하면서 측광을 발현한다.

를 이용한 발광섬유는 유연한 섬유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조명이나 장식의 일부로 사용할 수POF
있다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며 다른 조명 방식과 비교했을 때 열과 전자파를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
다 또한 가시광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광원의 특성에 따라 헬스케어 수송 에너지 분야. , , ,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파장의 자외선을 이용하면 광촉매를 이용하여 공기 및 수정화 장치에 적용할 수 있으며365nm
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불활성화 작용을 통해 공기 살균 장치의 제조가 가능하다254nm .
의 청색 파장에서는 신생아 황달치료와 크리글러 나자르 증후군의 치료에 사용가능한 드레이프460nm -

를 제조하여 광치료법 에 응용할 수 있다(phototherapy) .

Figure 4. 청색 파장을 이용한 광치료법.

가시광선으로는 여러 파장대를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적색광 과 적외선 의 조합을 통해서(650 ) (850 )㎚ ㎚
는 소염효과에 의한 흉터제거와 주름개선에 사용할 수 있고 청색광 을 통해서는 항균효과에 의한, (460 )㎚
여드름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청색광 과 적색광 의 조합을 통해 바이오 디젤 화장품 식품. (460 ) (650 ) , ,㎚ ㎚
산업 등에 적용이 가능한 미세조류를 생산한다.

Figure 2. 광촉매에 의한 공기 및 수정화 장치

(Wavelength: 365 ).㎚

Figure 3. 공기 살균 필터 (Wavelength: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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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섬유의 적용이 가장 유망한 분야는 건축 및 수송수단의 실내 인테리어이다 세탁의 부담이 적고.
화려한 표현이 유용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응용분야이기도 하다.

a b c
Figure 6. 수송수단에 적용된 광섬유 자동차 철도 항공기(a: , b: , c: ).

이외에도 능동적 발광에 의한 안전작업복과 을 이용한 영상처리 및 센서 등에 대한 용도전개도 연IR
구되고 있다.

Figure 7. 안전작업복 좌 및 영상처리 이미지 우( ) ( ).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용도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열에 의한 수축 세탁 내구성 수입 의 높은 가, , POF
격 등의 문제는 실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5. 여러 파장의 가시광선을 이용한 안면 광치료 좌 및 미세조류 생산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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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성분 섬유를 위한 압출코팅 기술 개발2.1.2 EMPA

용융방사장치에서의 이성분 섬유 개발은 코

어시스 방사에 의해서 코어부는- (Core-Sheath)
원사의 강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위한 고

분자를 사용하고 시스부는 기능성을 부각하,
기 위한 특수 폴리머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
만 이 방법으로는 기 생산된 필라멘트에 대

한 코팅이 불가하며 두 폴리머간의 방사거동,
이 유사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이와는 반대로 원사에 대한 제약 없이 원사

표면에 폴리머를 코팅하는 방법을 사코팅이‘ ’
라 하며 사코팅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 ’
있다 함침에 의한 딥코팅 방식은 생산성은 좋으나 코팅층이 균일하지 못하여 제직성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다 압출코팅 방식은 딥코팅 방식과는 반대로 코팅물질의 점도가 높을수록 코팅층이 얇고 균일하다. .

압출코팅은 본래 전선이나 케이블의 피복공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합성섬유 코어 원사가 노,
즐을 지나가면서 코팅되거나 코어 원사에 은과 같은 금속으로 플라즈마 코팅된 실에 절연 피복층으로

압출코팅하여 중층을 이룰 수도 있다3 .

Figure 9. 압출코팅 시스템.

Figure 10. 이성분 원사 위 와 삼성분 원사 아래 의 예시( ) ( ) .

Figure 8. 딥코팅과 압출코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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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제조된 원사는 스마트 섬유에 사용되는 도전사에 절연체를 피복을 할 때 사

용할 수 있다 합섬섬유에 은혹은 금으로 플라즈마 박막가공을 실시하여 도전사로 만들면 스마트 섬유. ( )
소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마찰에 의해 도전사가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면에 피복제로 절연체

를 압출코팅하면 보다 내구성이 있고 유연한 융합 섬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IT .

Figure 11. 압출코팅 제품의 응용사례.

의 산화 세라믹 섬유 개발동향2.1.3 iTCF

산화 세라믹 섬유는 무기계 섬유 중에서도 메탈사 미네랄사 비산화 세라믹사와는 달리 구분된다 일, , .
반적으로 세라믹 섬유는 내열성 과 내화학성 그리고 내부식성이 우수하다 세라믹 섬유의 밀도(>1,000 ) .℃
는 사이로 금속대비 경량성이 우수하며 인장강도 와 모듈러스 가 뛰어나2.5~3.9g/ , (>2,000MPa) (200GPa)㎤
다 세라믹 섬유는 용융방사 합성섬유와는 달리 열분해 와 소결 과정이 존재한다. (pyrolysis) (sintering) .

Figure 12. 섬유의 분류. Figure 13. 세라믹섬유의 생산 공정.

알루미나 섬유는 세라믹 섬유 중에서도 특히 내열성이 우수한 섬유로 알려져 있으며 직경이 약, 10㎛
로 다결정 구조이고 입자의 사이즈는 사이이다 특히 기공도가 낮은 것이 특징최대 이150~600 . , ( 9%)㎚
며 표면이 매끄럽다 알루미나 섬유는 미량의 첨가제에도 세라믹의 구조와 입자의 크기 및 형태가 크, .
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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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알루미나 섬유 단면 표면사진 좌 및 첨가제 종류에 따른 단면 변형 우· ( ) ( ).

뮬라이트 섬유는 고온에서 열처리할 경우 온도와 시간에 따라 단면의 입자 형태가 변하며, YAG(ytt-
섬유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트륨 알루미늄 석류석 섬유로써 높은 크리프rium aluminum garnet)

안정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Figure 15. 뮬라이트 섬유의 온도 및 시간조건별 단면 형상 좌 과 섬유 우( ) YAG ( ).

수산화 인회석 세라믹 섬유는 골재생용도로 알루미나 복합체는 저중량과 얇은 구조 낮은 열전도도, ,
와 수축률로 인해 골임플란트 재료로 사용하는 등 메디컬 용도로의 활용도 활발하다.

Figure 16. 수산화 인회석 세라믹 섬유 좌 와 알루미나 복합체 우( ) ( ).

의 간섭색 미세구조를 가지는 섬유2.1.4 EMPA

남아메리카의 몰포나비나 딱정벌레는 각각 빛의 간섭과 회절 효과로 인해 구조발색하며 이와 같은,
효과를 모방한 제품신용카드 지폐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 ) .

Figure 17. 남아메리카의 몰포나비 좌 와 딱정벌레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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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원사 혹은 원단에 이와 같은 단구조나 다구조의 일정한 패턴을 각인함으로써 구조발색이 가능

하다 투명한 성질을 가지는 섬유에 플라즈마 사코팅기 혹은 패턴각인 장치가 부착된 캘린더기. PMMA
를 이용하여 원사 및 원단에 각각 패턴을 형상화할 수 있다.

Figure 18. 단구조 좌 와 다구조 우 의 패턴 각인시 나타나는 구조발색형상( ) ( ) .

Figure 19. 플라즈마 사코팅기.

Figure 20. 핫엠보싱 캘린더 장치.

Figure 21. 개발된 시제품.

의 태양전지 섬유2.1.5 KORTEKS

종래의 태양전지에는 실리콘계 염료감응형 유기계 등이 있으며 각종 재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효, ,
율을 점차 증대되고 가격은 저렴해지고 있다 태양전지를 섬유상에 적용하면 걸어 다니면서 태양광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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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전형적인 태양전지를 의류에 단순부착하는 형태에

서 원사 자체로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Figure 22. 태양광발전 개략도 좌 와 태양전지 우( ) ( ).

Figure 23. 태양전지의 섬유상 응용.

전형적인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재료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비전도성의 와 섬유가 사용되며PET PA ,
와 솔루션은 활성층과 음극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수정하는 전극으로 사용된다ZnO PEO . Poly styrene

레이어는 태양광발전 장치에서 양극과 음극을 구성하기sulfonic acid, PEDOT:PSS, PH1000, Al, Ag, Au
위한 층으로 사용된다.

Figure 24. 전통적인 태양전지의 구조 좌 와 섬유구조 우( ) Photovoltaic ( ).

태양전지 섬유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제반 재료의 기술진전과 더불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

다 미래에는 새로운 용도창출과 다양한 에너지 생산 재료의 적용을 통해 태양전지 섬유로 제품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난연성 섬유 개발동향2.1.6

의FR SAFETY YARNS DIOLEN®은 가수분해에 안정적이고 염색성이 우수하며 반영구적인 난연성을

가진다 중금속 및 할로겐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Oeko-Tex® 을 획득하였고 낮은 연기발생Standard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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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함께 가스독성이 전혀 없다 를 통해 피부적합성을 인증 받았으며 마찰견뢰도 일광견. MTT-Test ,
뢰도 형태안정성 등 견뢰도 면에서도 우수한 성질을 가진다, .

Figure 25. DIOLEN® 와 기존 제품 화학구조 비교SAFE .

의 인 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반영구적 난연성을 가지며 할로겐을 함유하EMS FR Nylon NEXYLON FR ,
지 않은 저발연 저독성의 난연성 섬유이다 난연성뿐만 아니라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비스코스 이나, . , FR
메타 아라미드와 혼방시 우수한 마찰견뢰도를 가진다.

Figure 26. 과 타 난연섬유제품 난연성능 비교NEXYLON FR .

Figure 27. 의 내마모성 실험 좌 및 혼방에 의한 마찰견뢰도 실험 우NEXYLON FR ( ) ( ).

이처럼 최근 출시되는 난연성 섬유는 난연성뿐만 아니라 연소시 발연량이 적고 독성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등 인체에 대한 안정성을 매우 부각한다 이는 난연섬유의 용도가 인테리어에 머물지 않고 헬스케.
어 산업용과 같은 더욱 폭넓은 용도로 확장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제품 개발시 이러한 부, ,
분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용 섬유2.2

의 고효율 정화필터 여재2.2.1 BWF Tec GmbH & Co. KG

집진 용도로 사용되는 니들펠트는 범위의 중량대를 가지며 정화방법에 의해 중량이 결정350-750g/㎡
된다 또한 섬유고분자의 선정은 화학적 열적 환경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펠트는 주로 높은 형태안정성. , .
을 가지는 막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막은 유리포나 니들펠트에 라미네이트 된다 상용적으로는, ePTFE .
최소 년간의 수명에 대한 방출율을 보증하며 배출한계는 단위로 측정된다3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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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공장과 같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집진기와 백필터(Bagfilter).

분진이 섞인 오염된 공기가 백필터 외부에 도달하면 필터여재에 의해 분진은 여재 외부에 흡착되고

걸러진 공기만 다시 공장 내부로 들어간다 이때 주기적으로 백필터를 털어주면 백필터에 흡착된 분진.
이 아래로 떨어져 별도로 수거된다.

Figure 29. 백필터 적용방식 좌 분진의 종류 가운데 및 분진 사이즈별 분류 우( ), ( ) ( ).

종래의 니들펠트 필터여재는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반해 펠트

에 멤브레인을 코팅한 제품의 경우에는 공기투과도가 감소하는 반면 회 이후에도ePTFE 100 zero
을 유지하는 등 처음과 같은 성능을 유지하므로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emission(0.00 /N )㎎ ㎥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0. 니들펠트 제품 좌 과 니들펠트 제품 우( ) +ePTFE membrane ( ).

새로운 용도전개2.3

의 고표면적 섬유 및 부직포 개발2.3.1 The Nonwoven Institute

노스캐롤라이나주대학의 부직포 연구소에서는 필터의 표면적을 극대화하여 흡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섬유 단면을 고안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부직포 제조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새로 고안한.
섬유는 흡착효율성이 높고 저압에서도 분진을 흡착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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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새로 고안한 섬유 단면 좌 및 실제 원사 단면 우( ) ( , a: PP/PLA, b: PET/PLA).

리버레츠 기술대학의 나노섬유 코팅사 개발2.3.2

직물형태의 필터여재를 사용하는 경우 앞서 소개한바와 같이 표면적이 클수록 필터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나노섬유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나노섬유는 물성이 우수하지 못하.
여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나노섬유원사를 코팅하고 멀티

혹은 모노 필라멘트를 감싸주게 되면 제편직시 마찰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필터로 사용할 시에도 강도․
와 마찰 등의 물성을 보완할 수 있다.

Figure 32. 나노섬유 코팅사 SEM.

Figure 33. 나노섬유 코팅사를 보호 필라멘트 좌 우 로 감싼 모습( : multi-, : multi- & mono-) .

이러한 제품은 실제로 오수처리 오염가스의 촉매분해 생물막을 성장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 .

Figure 34. 오수처리 좌 가운데 와 생물막 성장에 적용 우 하는 모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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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섬유2.4

의 약물방출제어가 가능한 섬유기반 약물전달시스템 개발2.4.1 RWTH Aachen

약물이 담지된 섬유의 약물방출 원리는 마이크로겔 내부의 과 약물 사이가PCU cyclodextrin photo linker
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조사에 의해 깨지면서 약물을 방출하는 원리이다UV (photorele-ase).

섬유는 에 로 용해시켜 습식방사 하였다PCU N-Methyl-Pyrrolidon(NMP) 25:75 .

Figure 35. 에 의한 약물방출제어 섬유 모식도Photorelease .

Figure 36. 섬유 방사 모식도Polycarbonate-urethane(PCU) .

의 냉온감 섬유의 의료 및 농업으로의 응용2.4.2 Hohenstein Institute

저체온증Medical Heating -①
매년 미국 수술환자 중 인 만명이 수30~40% 1,400

술 후 회복단계에서 저체온증을 겪고 있다 특히 신. ,
생아 저체온증의 경우에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

으며 이처럼 수술실에서의 사소한 환경변화가 극심,
한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수술하는 동안 따뜻한 정맥유체 주입-
코튼롤 알루미늄 호일 양모모자와 양말 착용- , ,
수술실내 에어컨디셔너 작동- Figure 37 수술 저체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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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소독 타올 사용-
문을 자주 열지 말 것-
아기일 경우에는 워밍패드 사용-
특히 겨울에는 머리위에 워머를 사용-

과 같은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비 드레이프 온열장치들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팬 혹은 전기히터의 경- ,
우에는 신생아에게 사용하지 못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수술후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모듈 과 드레이프 워밍 시스템의 개발, ‘ ’ ‘ ’
이 필수적이다.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쿨링패드 응급조끼Medical Cooling –②
매년 명이 유럽에서 심장마비로 고통 받고 있다 심장마비가 발375,000 .

생하면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고 맥박이 불규칙해지며 수초내 의식

불명오고 호흡과 심장 박동이 정지하게 된다 심장마비 환자는 매분마다.
생존확률이 씩 감소하므로 공공건물 및 대중교통수단에 제세동기를10%
비치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심장마비 환자 중 일부만이 신경손상 없이 소생하지만 대다수가 구급차

가 도착할 때까지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한 뇌기능 손상을 겪

게 된다 따라서 섬유 냉각 조끼의 개발을 통해 매우 신속하게 환자의 체온을. ' '
저하시킬 수 있으며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다, .

Textile Warming in Agriculture③
년이 되면 도시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농산물의 생산량은 감소할2050 ,

것으로 전망된다 작물 생산을 위한 섬유 온난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생산수율 증대할 수 있는 수직농장의 개념이 고안되고 있다‘ ’ .

연구 프로젝트2.5 EU-

의 온도조절 섬유 및 의류2.5.1 Swerea IVF

온도조절 섬유 및 의류는 온도가 낮은 우주공간에서 우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에서 개발된 이래NASA
로 미공군과 아웃도어 등 일반 의류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발전해 왔다 이는 상변환물질인 을 이용. PCM
하여 급격한 외부 온도변화를 의복내에서 완충하기 위한 목적이며 크게는 후코팅에 의한 방법과 원사

내에 함유하여 방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껏 용융방사법으로는 의 함유량을 확보하는데. PCM
한계가 있어 실용화되지 못하였고 습식방사법에 의한 제품만이 출시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섬유고, .
분자와 물질을 혼합하여 이성분 용융방사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소개되고 있다PCM .

Figure 40 용융방사에 의한 이성분 섬유 좌 와 습식방사에 의한 섬유 우. PCM ( ) Lyocell ( ).

Figure 38 쿨링패드 응급조끼. .

Figure 3 수직농장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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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으로는 을 최대 까지 혼입 가능하며 섬유고분자로는 까지 가능하며PCM 70% PET, PA, PLA , PP
의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발생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직과 염색 가공 세탁 등 기본적인. , ,
기능은 모두 가능하다.

Figure 41. 코어부에 된 섬유를 사용한 온도조절섬유PCM/polymer alloy PA6 .

의 항모기 섬유 및 의류2.5.2 Ghent University

모기는 옛날부터 위생해충으로 알려져 왔으며 기본적으로 가려움을 유발하고 말라리아 상피(malaria),
병 일본뇌염 황열병 뎅기열 등의 질병을 매개한다 뇌(filaria), (Japanese encephalitis), (yellow fever), (dengue) .
염의 경우에는 살충제를 많이 쓰는 요즈음도 만연하여 그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신생아 유아의 경우. ,
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Figure 42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모기.

자연에서 추출한 모기기피제를 섬유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전통

적인 가지 방법이 회 세탁후 거의 잔류하지 않는데 반하여 새로이 개발된 방법으로는 여전히 섬유2 100
상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43 모기기피제 처리 방법에 따른 회 세탁 후 잔류 농도 비교. 100 .

모기기피제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대조군 한가지와 실험군 4
가지에 해당하는 모기기피제를 각각 바닥에 놓고 모기가 바닥에 내려앉는 횟수와 내려앉았을 때의 지

속시간초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 .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실험군 의 물질이 상대적으로 모기기피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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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모기기피 테스트 모식도 위 및 시험결과 아래( ) ( ).

결 론3.

유럽 섬유산업의 최근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상당수 국내에서도 진행 중에 있는 테마와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며 용도전개 및 응용면에서도 진일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환경과 다음 세대를 생각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과 노력은 우리가. ‘ ’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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