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관련사항

울은 100% 생
분해 가능

울은 천연의 재생 가능한
소재이다.
먹이가 될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양을 키워 지속적으로
울을 생산할 수 있다. 울을 폐기할
시에는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면
토양 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면서
소중한 영양분이 토양으로 다시
되돌아 가게 된다. 이와는 달리 합성
섬유의 경우 분해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매립지가 넘쳐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N,S 및 다른
영양소

울은 어떻게 생
분해되는가?

울의 생물
분해성

동물 및 식물의 모든 성분은 어느 정도 생 분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곰팡이나 박테리아 등 살아 있는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분해 가능함을
의미한다.
울은 케라틴이라는 천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인체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 성분과 유사하다. 케라틴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부산물은 환경적으로 어떤 유해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울은 대부분의
온대 기후에서
자연적으로 생
분해 가능

폐기 처분 시 따뜻하고 습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혹은 땅 속에 매장하는
경우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자라나 울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성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케라틴의 독특한 화학 구조와 울의 단단하고 물에 강한
외막 특성으로 인해 울 섬유를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할 경우
쉽게 생물 분해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울 제품의 경우 상온
환경에서는 내구성이 강하고 오래 가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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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은 빠르게 생 분해된다.
울은 빠르면 3-4개월 안에 생 분해가 가능하나 분해 속도는 토양,
기후 및 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분해 과정에서 질소,
황이나 마그네슘 등의 필수 성분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 식물이
흡수 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토양에 매장된 지 단지 4
주만에 빠른 속도로 생 분해가 된 경우도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색이나 방축 가공 등 가공을 거치는 경우 울
섬유의 생 분해에 대한 초기 저항성을 강화하여 토양에서의 생물 분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영향일
뿐 일반적으로 분해에 8주 이상은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은 필요 영양분을 토양으로
되돌려 준다.
토양에 매장되는 경우 울은 천천히 비료 성분을 방출하여 다른 생물의
영양분 흡수와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허브나 채소 재배에
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자연적인 폐쇄 회로 재활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토양이나 풀의 최초의 공급 성분을 다시 회복하여
공급하는 과정이다. 토양에 울을 제공하는 경우의 또 다른 이점으로는
수분 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수분 투과력, 토양의 공기순환을 강화하고
부식을 방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울 카펫을 분해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 목초의 수확량이 24%에서 82%로 증가한 바 있다.

울은 쓰레기 매립지나 마이크로
섬유 오염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천연 섬유는 토양 속이나 자연의 수중 시스템 내에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자연적으로 생 분해되기 때문에 매립지나 바다 속에 축적되는
일이 없다. 캔터베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울은 해양 환경에서도
생 분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합성 섬유의 경우 수 십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으며 단지 작은 조각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마이크로 플라스틱 혹은 마이크로 섬유로 알려진
이런 성분들은 지름이 5mm 이하로 수중 환경이나 육지의 처리장
등에 축적되어 생물에 의해 소비되는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폴리에스테르 플리스 의복 한 벌 세탁 시 마다 1900 개의
마이크로 섬유가 생성될 수 있다. 이를 생물이 삼키는 경우 장 내에
음식 대신 플라스틱이 가득 차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는 등
피해를 줄 수 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한번 먹이 사슬 안에 유입되면
수산물 섭취 등을 통해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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