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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9년 해양 보전을 위한 글로벌 협약인 ‘패션 팩트(The Fashion Pact)’가 결성이후 글로벌 패션기업들은
자발적인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그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품을 생산
하는 기업에서도 必환경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친환경 제조 공법의 기술개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섬유 중 50% 이상의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는 면섬유 대체를 위한 리사이클 면사의
조건별 정련 및 표백을 통해 이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일반 면사와의 비교를 통해 최적 공정조건을
확립하였다.

1. 서론

2.2 리사이클 면사의 정련 및 표백

2019년 해양 보전을 위한 글로벌 협약인 ‘패션 팩트

정련제로는 일반 정련제 1종과, 효소정련제 1종을 사

(The Fashion Pact)’가 결성되어 60여개 패션기업이

용하여 정련 처리시 공정조건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

이행을 선언하였으며 약속의 이행과 자발적인 지속가

였다.
또한 정련 처리된 시료에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표

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점점 지속가능성 목표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

백 처리시 공정조건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정

고 있으며 협력기업에도 이와 같은 지속가능성 방향을

련-표백 2 Step 공정과 정련․표백 1 Step 처리시 공

제시하고 제품의 생산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렇듯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표 1] 정련 및 표백 공정도

서도 必환경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구분

할 수 있는 친환경 제조 공법의 기술개발 필요성이 더

공정도

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섬유 중 50% 이상의 소비량을

2 Step

차지하고 있는 면섬유 대체를 위한 리사이클 면사의
조건별 정련 및 표백을 통해 이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
였으며 일반 면사와의 비교를 통해 최적 공정조건을
1 Step

확립하였다.

2. 실험
2.1 리사이클 면사의 편직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S사 및 T사의 Recycle Cotton
100%, 30수 제품과 일반 Cotton 100%, 30수를 사용하
였으며 Lab scale 양말편직기를 이용하여 편직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공정조건을 변화시켜 정련 및 표백 처리 후 흡수속도, 인
장강도, 백도를 측정하였다. 테스트 결과 흡수속도 및 백도
가 증가되고 인장강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공정 조건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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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조건은 정련제 농도 2%, 98 ×20min처리가 적합한 것으

℃

로 나타났으며 표백조건은 표백제 농도 3%, 98 ×20min처
리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면사와 리사이클 면사 모두 정련제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흡수속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리사이클 면사의 경우
정련제 1% 사용만으로도 흡수속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효소 정련제로 처리한 시료의 흡수속도는 일반정련
제로 처리한 시료의 약 25% 수준으로 낮은 정련효과
를 보였으나 효소 정련시 저온 공정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므로 향후 저온효과를 갖는 정련제와
효소 정련제 병행을 통한 공정조건 확립을 통해 적용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련 및 표백 1 Step 공정시 흡수속도는 2 Step 공정
과 비교하여 일반 면사의 경우 약 32% 저하되었으나
리사이클 면사의 경우 S사 48%, T사 69% 저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1 Step 공정시 표백제로 사용
된 과산화수소의 영향으로 2 Step 공정에 비해 정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결과만을 보았을 때 정련-표백의 단계별 2 Step
공정에서 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1 Step 공
정의 경우 미처리 시료(흡수속도 0mm)에 비해 향상된
흡수속도와 2 Step 공정에 비해 20% 전후의 백도값을
나타내므로 유효한 성능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또한 1 Step 공정시 공정단축, 폐수 및 에너지 절감,
원가절감의 차원에서 충분히 효용성을 가지고 있으므
로 전처리 공정 이후 염색공정에서의 Color 특성에 따
라 리사이클 면사의 공정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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