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관련 사항

울은 100% 천연
소재로 재생 가능

호주 울은 전국 적으로 깨끗한
물, 공기, 햇살과 초원을 갖춘
환경에서 자라는 7천만 두 이상의 양
사육을 통해 일년 내내 생산 가능하다.
매년 이들 양에서 새로운 양모가
생산되어 울을 완벽하게 재생 가능한
섬유로 만들어 주고 있다.

울은 천연
소재

천연 섬유는 식물이나 동물에서 생성되는 부드러운 섬유재를 필라멘트나
실로 직조하여 생산된다. 천연 섬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자연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된다.
–– 살아 있는 생물에 의해 생산된다.
–– 인력에 의한 개입의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자란다.
역사 상 가장 오래된 동물성 섬유로 알려진 울 섬유는 케라틴이라는 천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케라틴은 인체 모발과 마찬가지로 포유류의
피부 모낭에서 생성된다.

울 섬유는 재생 가능

천연 섬유는 재생 가능한데 이는 다시 자라나 자체적으로 대체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합성 섬유는 재생 불가한 화석 연료인
석유를 가공하여 생산된다.
현재 울은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의 50만 여 개 농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농장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라나는
양 ( Ovis aries) 털 깎기 작업을 실시한다. 호주는 널리 알려진 메리노
울의 원산지로 전체 어패럴 울 생산의 60%, 파인 어패럴 울 생산의 90%
를 담당하고 있다.
울은 100% 생물분해가 가능하여 울 섬유 의복이 생명을 다하게 되면
귀중한 영양 성분을 다시 토양으로 되돌려 준다. 울의 생물 분해에
대해서는 팩트쉬트를 참조할 것.

울은 100% 천연 섬유로 재생이 가능하다

울 섬유의 특성
천연 섬유는 천 년 이상 인류 문명에서 사용되어 온
소재로 의복, 절연재나 생활 공간에 포근함을 더하거나
장식 용도 다양한 곳에 사용되어 왔다. 울 섬유는 기원전
1500년에 덴마크에서 발견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고급 섬유 소재라는 특별한
특성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울 소재의 특성인 크림프 및 스케일 구조는 울 섬유의
직조를 용이하게 하고 수분의 흡수와 배출을 촉진하여
자연 환경에서는 양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의복으로
제조 시 모든 기온에서 편안한 느낌을 준다. 본연의
탄탄함과 수분 관리, 기온 및 냄새 조절 특성 등으로
전통적인 섬유인 울 소재가 고성능 운동복, 헬스 및
웰빙 의류 제품이나 기술적인 텍스타일 등 다양한 혁신
분야에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천연, 재생 가능 섬유가 책임 있는 선택
산업적 용도로 재생 불가능한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합성 섬유와는 달리 천연 섬유는 천연의 원료를
단순 배합하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울의
경우는 물, 공기, 햇빛과 목초가 그 원료이다.
여러 주요 어패럴 섬유 중에서도 울은 지구 상에서
가장 널리 재사용 및 재활용되는 섬유이다. 울 섬유는
사용 기간이 길고 새로운 섬유로 재 활용되어 다시 의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하며 울 직물 및 제품의 내구성이
강해 화기나 극한 온도 등에 천연의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피부에 바로 닿는 프리미엄 의복 외에도 울 섬유는
보온 혹은 방음 소재나 석유 얼룩을 흡수하는 패드 등
산업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폐기 단계에서도 울 등의 천연 섬유는 오염이나 매립지
확대 등 직물 산업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땅 속
등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는 곰팡이나 박테리아 등의
작용으로 울이 빠르게 생물 분해되며 그 과정에서 자연의
탄소 및 질소 변환 사이클을 통해 생물 성장에 필요한
필수 요소 (예: 질소 및 황) 등이 다시 토양으로 배출된다.

질소, 황,
탄소 및 기타
영양분

울의 생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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