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에 관한 사실

울은 100%
천연이며 재생
가능합니다

호주 울은 7천만 마리의 양이
생산해 내며 자라는 동안 단순하게
물, 공기, 햇빛, 목초를 소비합니다.
이 양들이 매년 새로운 플리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울은 완전히 재생
가능한 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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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은
천연입니다

천연 섬유는 식물과 동물에서 생산되며 이러한 섬유재로 필라멘트나 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연 섬유의 특성:
– 자연에 도움이 됩니다.
– 생물에서 생산됩니다.

– 사람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가장 오래된 동물 섬유라고 할 수 있는 울은 사람의 모발과 같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유류 피부의 모낭에서 자랍니다.

울은 재생
가능합니다

천연 섬유는 재생 가능하여 다시 자라나 스스로를 대체합니다. 반면,
폴리에틸렌과 같은 합성 섬유는 재생 불가능한 화석 연료인 석유를
산업적으로 처리해 생산합니다.

현재 울은 100여개 국가의 50만 농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농장에서는
보통 1년에 한 번 계속해서 자라나는 플리스를 제거를 위해 양의 털을
깎습니다. 호주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메리노 울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호주는 모든 의류용 울의 약 60%, 고급 의류용 울의 약 90%를 생산합니다.

울은 100% 생분해되기 때문에 사용 수명이 다한 울 의류는 중요한 영양소를
방출해 지구에 돌려줍니다. 왜 울이 생분해 가능한가에 대한 팩트 시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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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은 100% 천연이며 재생 가능합니다

울 섬유의 특성

천연 섬유는 문명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천연 섬유는 옷감과 단열재의 재료로 쓰이며
생활 공간을 포근하고 예쁘게 장식합니다. 울 직물은
기원전 1500년 덴마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탁월한 특성을 지닌 세계 최고의 고급 직물
섬유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울의 천연 크림프와 스케일 패턴은 쉽게 회전하여 습도를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으로부터 양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온도에서도 울 의복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울의 내구성, 수분 관리 능력, 온도 및 냄새
조절 능력과 같은 우수한 품질 덕분에 고성능 운동복, 건강
및 웰빙 제품, 기능성 직물과 같은 혁신적인 용도로 울 섬유가
사용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천연 섬유는 환경을 생각한 선택입니다
재생 불가능한 화석 에너지로부터 산업적으로 생산된 합성
섬유와는 달리 천연 섬유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영양소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됩니다. 울을
생산하는 데에는 물, 공기, 햇빛, 목초가 필요합니다.

지구상의 주요 의류 섬유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사용과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섬유는 울입니다. 울의 긴 사용
기간과 지속 가능성은 환경친화성을 높입니다. 또한 울의
내화성과 극한 온도에 대한 저항성이 필요한 실내 장식이나
제품, 그리고 옷감을 위한 새로운 직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입니다. 피부에 맞닿는 프리미엄 의류 이외에도 울은
단열재 및 방음재 또는 유출된 기름을 흡수하는 패드와 같은
산업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폐기 단계에서 울과 같은 천연 섬유는 오염 및 폐기물 양산과
같은 섬유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폐해를 줄입니다. 땅속처럼
따뜻하고 습한 조건에서 울은 곰팡이와 박테리아에 의해
빠르게 생분해되어 생물 성장에 필요한 필수 원소(예: 질소,
황)로 전환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탄소 순환 및 영양소
순환의 일환입니다.

CR13915_H209867_P406210

Woolmark
Korea

null

질소, 황, 탄소
및 기타 영양소

297.00 x 210.00 mm
303.00 x 216.00 mm

Hogarth Worldwide

07/07/2021 14:41

울의
생분해

Cyan
Magenta
Yellow
Black

울은 100% 천연이며 재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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