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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분야 현황분석

섬유‧의류

섬유·의류

섬유·의류
1. 개요
가. 일반적 정의
 섬유는 가늘고 긴 형태적 특징을 갖는 소재 또는 제품을 총칭하며, 제조업으로서의 섬유산업은
천연원료 또는 화학 원료로부터 가늘고 긴 형태를 갖는 섬유를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분야 전체를 포함
 섬유‧의류 산업은 섬유 원료 및 원사에서 최종 의류용, 산업용 섬유소재 및 제품 생산까지 전
섬유제조 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디자인, 유통, 마케팅 분야를 포함하는 전 연관 산업으로 정의
[ 첨단 섬유의 활용 ]

 섬유소재는 각종 산업의 여러 가지 소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의 첨단화에 수반
기대
 섬유는 생활용품 소재 및 정보‧전자산업 소재 및 자동차‧에너지 산업 등에 이용되는 기초소재
및 핵심소재이며, IT, BT, NT, ET, ST 등 미래 성장 동력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요
핵심국가기간 산업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수요증가를 가져오고 섬유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기반기술 확보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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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축 범위
(1) 가치사슬
 섬유·의류 산업의 형태
▪ 1차원적 구조로부터 3차원적 구조 그리고 이를 넘어선 산업용 제품으로 제조가 연속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으로 전·후방 업종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
[ 의류용 섬유산업의 전·후방 협력 체계도 ]

* 출처 : : iRIS 표준화 로드맵 정보 활용사이트, 산업분류 체계도

(2) 대표적 분류 방법
 섬유는 정보전자, 기계, 섬유, 자동차, 조선, 건설 에너지 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소재 공급
▪ 석유화학, 고분자, 섬유화학, 정밀화학, 환경화학 소재 및 부품을 제조·가공 가능
▪ 의약, 농약, 화장품, 도료, 염료·안료, 접착제, 계면활성제, 첨가제, 전자정보소재, 필름소재,
섬유소재, 나노소재 및 자동차용 플라스틱소재 등을 포함
▪ 최근에는 IT, BT, NT가 결합된 융합산업으로 정보통신, 우주항공,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

 자본·지식․기술 집약적 화학 산업으로, 중소기업 형태로도 전문화가 가능한 고부가 가치산업
▪ 타 산업에 핵심소재 및 부자재를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에 의해 공급하므로, 연관 산업의 고기능화,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 다단계의 제조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기술상호 간의 유사성이 없어
단순기술모방이 어렵고 일정기간의 기술축적 없이는 자체개발이 힘든 특성의 대표적 기술집약적 산업

 섬유 의류 분야는 요구되는 제품 사양과 수요처가 다양하고 원자재의 30%이상을 수입에
의존, 가공 완재품의 약 70%를 수출하는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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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의류 공정의 범위 ]
구분

범위
Ÿ

기능성 코팅 섬유

나노코팅, 고기능 박막 코팅,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 기술,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코팅, 라미네이팅 설
비 등

Ÿ

탄소 섬유, 유리 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에어로젤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다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극한 환경

섬유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건축구조물 투습방수용 불연성 Wrapping 제품, 고단열
/불연 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수송기기 부품용 복함 불연/준불연 제품 등

Ÿ

나노섬유제조 기술, 표면가공기술,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필터 기술,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 원단의 공극을 제

차단 섬유

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 천연유래 방충가공
제 제조 및 원단 가공기술, 미세먼지 차단 섬유 평가 기술 등

Ÿ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 고분자 섬유의 삼차원 프린팅 기술, 초임계 유
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 플라즈마 가공 기술,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 특수

친환경 가공기술을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디지털 날염(DTP) 공정을 활용한 섬유

이용한 고부가 섬유

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
유 가공기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전도성 섬유 제조 기술 등

Ÿ

창상치료용 제품, 조직재생용 섬유 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지혈용 섬
유 제품, 감염방지용 제품,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위생용 제품, 피부질환개선 스

바이오 융합 섬유

킨케어 용품, 피부부착용 제품, 성형용 원사, 천연섬유 및 친환경 수지 기반 물성
강화 기능성 바이오 제조 기술, 무독성 향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등
Ÿ

전자섬유 기술, 전도성 섬유·직물 원사, 제·편직물 제조 및 가공 기술, 탈광 섬유 소
재 제조의 광섬유 직물 및 발광 다이오드(LED) 부착, 제조 기술, 발열 온도 조절 기

ICT 융합 섬유

술,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안전보호, 헬스케어 기술, 인포테인먼트 기술, 전도성
코팅 등
Ÿ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 기술, IoT, ICT 기반 지
능형 염색 스마트 공장 기술, 디지털 트윈이 접목된 스마트 염색 기술, 가상현실

염색, 가공 시스템

및 증강현실 기법이 접목된 염색 가공 기술, 니트류 저장력 텐터 기술, 2축연신
필름 텐터 시스템 기술, 열효율을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건조 시스템 등
Ÿ

제직 준비 시스템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섬유 가호 장치, 실걸이 장치, 권취패턴 생성장
치, 사속 제어기술,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
퍼, 기계 상태 감시 기술 및 분석 기술,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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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로드맵 전략분야의 범위
 섬유의류산업은 원료, 원사, 직물, 염색·가공, 의류패션, 유통 등 다단계로 형성되어 있고,
높은 고용창출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산업
▪ 섬유 의류 산업은 일반적으로 화학 산업 중 고도기술이 요구되며, 비교적 소규모로서 소량 다품종
생산체제의 에너지 및 자원절약, 고부가가치형 화학제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 산업에 원 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형 산업으로 정의

 섬유의류산업은 1차원구조의 원사로부터 2차원 구조의 직편물을 만들고 다시 3차원 구조의
의류, 산업용제품 등을 제조하는 긴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후방 업종 간 협력이
매우 중요
 섬유·의류 분야의 기술 분류는 산업기술 분류표 상에서 화학 및 바이오‧의료 분야에 포함되며,
정밀화학, 고분자재료, 화학공정,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산업바이오 분야에서 화학소재/공정
분류가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섬유의류산업의 범위는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KSIC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KSIC 14),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KSIC 152), 화학섬유
제조업(KSIC 205) 등이 해당

▪

국내 통계청은 UN통계청(UNSD)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기초하여,
기술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 ’17 시행)를 제정·고시

국내의

산업구조와

▪ 넓은 의미에서 섬유의류산업은 연관 산업인 가죽·가방 제조업, 섬유패션 관련 기계 제조업, 섬유패션
도소매업(유통), 세탁업 등도 포함되지만,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음
[ 섬유·의류 제품 제조 과정 ]

1. 섬유원료

2. 원사(섬유사)

3. 직물

* 출처 : ’18년 섬유제조패션산업 인력현황 보고서(최종)

6

4. 염색·가공

5. 의류 및 신발

섬유·의류

[ 섬유·의류 분야의 산업기술분류 ]

산업기술_대분류

산업기술_중분류

산업기술_소분류
면 방적업
모 방적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화학섬유 방적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기타 방적업
면직물 직조업
모직물 직조업

직물 직조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섬유제품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직물포대 제조업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날염 가공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생화학 소재
합성섬유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재생 섬유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7

전략분야 현황분석

 섬유는 최종 용도에 따라 의류용, 산업용, 생활용 섬유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능별로는 원료,
소재(원사, 직편물), 제품으로 분류됨. MTI 및 HS 코드로 분류할 경우 섬유원료,
섬유사(화섬사, 방적사, 직물/편직물, 섬유제품(의류 포함) 등으로 분류
[ 섬유·의류 제품분류 ]
업종

세부 분류

HS 코드

섬유원료

인조섬유(411), 재생섬유원료(412)

5053, 55

섬유사

천연섬유사(421), 인조섬유사(422, 433)

50-55

섬유직물

견직물(431), 모직물(432), 면직물(433)
인조장·단섬유직물(434,435) 편직물(436) 등

5052
54, 55, 60

섬유제품

의류(441), 기타 섬유제품(449)

43, 56  59, 61-63, 65,
94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내 숫자는 MTI 분류코드

 섬유·의류 분야의 기술 분류는 산업기술 분류표 상에서 화학 및 바이오‧의료 분야에 포함되며,
정밀화학, 고분자재료, 화학공정,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산업바이오 분야에서 화학소재/공정
분류가 포함
 공정별
▪ 섬유 원료, 합성, 방사, 방적, 사가공, 제직, 편직, 부직포, 염색, 가공, 봉제, 성형, 디자인, 유통,
마케팅 등을 포함. 섬유 원료로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섬유산업의 전 공정스트림을 포함

 제품별
▪ 천연섬유원료(면, 양모 등), 화학섬유원료(모노머, 첨가제 등) 원료를 포함하고, 원사, 직물, 편물,
부직포 등 중간재를 포함하고, 의류용 섬유제품, 산업용 섬유제품, 생활용 섬유제품 등 최종제품을
포함

 산업별
▪ 중합기, 방사기, 방적기, 연사기, 제직기, 편직기, 부직포설비, 염색기, 가공기, 재단기, 봉재기, 등의
섬유기계산업을 포함하고 모노머, 첨가제, 방사유, 염료, 조제, 가공제 등을 다루는 섬유화학산업을
포함하고, DTP, 3D-Scan과 같은 디지털 공정, 스마트 섬유제품과 같은 디지털 제품 등 전자산업과
연계된 IT 융합산업을 포함.
▪ 또한 나노섬유, 탄소나노튜브 섬유 등 나노기술과 연계된 NT 융합산업을 포함하고, 치료용 섬유,
섬유상 의료 제품 등 바이오 기술과 연계된 BT 융합산업을 포함하고, 고성능 하이테크 섬유,
지능형 스마트 섬유, LOHAS 패션의류, 에너지산업용 신섬유와 같이 미래 신기술과의 융복합과
연계된 6T 융합 산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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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분석
가. 세계시장 분석
(1)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섬유의류산업 종사자수는 약 6,000만 명(BCG)으로 인도 1,677만 명(28%), 중국
1,255만 명(21%), 베트남 347만 명(5.8%), 터키 253만 명(4.2%), 브라질 205만
명(3.4%) (국제노동기구(ILO), 각국 통계청 등)으로 집계, 인도와 중국 종사자수가 50%에
육박
▪ 세계 섬유·의류 산업 종사자는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력이 풍부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집중

 세계 섬유·의류 시장규모는 2018년 256,315 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4.5% 성장하여 2023년
319,415 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섬유·의류 해외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세계시장

245,277

256,315

267,849

279,902

292,498

305,660

319,415

4.5

* 출처 : Global Technical Textile Market Global Opportunity Analysis and Ind독일try Forecast, 2017

◎ 세계 화학섬유 생산 설비 현황
 세계 화학섬유 생산 설비는 총 92,610천 톤으로 나타나며, 이중 합성섬유가 93%로
화학섬유 생산 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5,019천 톤(70%)으로 세계 1위의 화학섬유 생산 설비 보유 국가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도(8.7%), 대만 2.9%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의 화학섬유 생산 설비는 2,187천 톤(2.4%)으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세계 화학섬유 생산 설비 현황 ]
(단위 : 천 톤, %)

합성섬유
no

국가

F

SF
비중

세계시장

56,190

100.0

계
비중

29,878

레이온·
아세테이트

100.0

비중
86,068

100.0

합계

비중
6,542

100.0

비중
92,6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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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41,807

74.4

18,790

62.9

60,597

70.4

4,422

67.6

65,019

70.2

2

인도

4,878

8.7

2,464

8.2

7,342

8.5

710

10.8

8,052

8.7

3

대만

1,707

3

821

2.7

2,528

2.9

147

2.2

2,675

2.9

4

미국

1,639

2.9

969

3.2

2,607

3

28

0.4

2,635

2.8

5

인니

913

1.6

872

2.9

1,785

2.1

535

8.2

2,320

2.5

6

한국

1,213

2.2

974

3.3

2,187

2.5

-

-

2,187

2.4

7

태국

545

1

620

2.1

1,165

1.4

165

2.5

1,330

1.4

8

터키

428

0.8

681

2.3

1,109

1.3

-

-

1,109

1.2

9

파키스탄

118

0.2

670

2.2

788

0.9

-

-

788

0.9

10

베트남

404

0.7

382

1.3

786

0.9

-

-

786

0.8

11

일본

308

0.5

382

1.3

690

0.8

80

1.2

770

0.8

12

말련

351

0.6

240

0.8

591

0.7

-

-

591

0.6

13

이란

283

0.5

240

0.8

523

0.6

-

-

523

0.6

14

브라질

118

0.2

179

0.6

297

0.3

-

-

297

0.3

15

멕시코

142

0.3

140

0.5

282

0.3

-

-

282

0.3

16

방글라데시

80

0.1

170

0.6

250

0.3

-

-

250

0.3

17

캐나다

90

0.2

-

-

90

0.1

-

-

90

0.1

18

루마니아

12

0

72

0.2

84

0.1

-

-

84

0.1

19

체코

-

-

54

0.2

54

0.1

22

0.3

76

0.1

20

아르헨티나

39

0.1

24

0.1

63

0.1

-

-

63

0.1

* 출처 : Textile & Apparel Industry Statistics,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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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면방적 설비 현황
 세계 면방직 설비는 총 242,368천 추로 나타나며, 이중 링정방기가 97%로 면방적 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02,850천 추(42.4%)로 세계 1위의 면방적 설비 보유 국가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도(22.0%), 파키스탄 5.6%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의 면방적 생산 설비는 1,014천 추(0.4%)로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세계 면방적 설비 현황 ]
(단위 : 1,000추, %)

no

링정방기

국가
세계시장

OE정방기
비중

합계
비중

비중

234,941

100.0

7,428

100.0

242,368

100.0

1

중국

100,000

42.6

2,850

38.4

102,850

42.4

2

인도

52,538

22.4

878

11.8

53,416

22.0

3

파키스탄

13,434

5.7

187

2.5

13,621

5.6

4

인도네시아

12,104

5.2

212

2.8

12,315

5.1

5

방글라데시

11,650

5

257

3.5

11,907

4.9

6

터키

7,900

3.4

800

10.8

8,700

3.6

7

베트남

6,950

3

132

1.8

7,082

2.9

8

브라질

4,471

1.9

200

2.7

4,671

1.9

9

태국

3,788

1.6

48

0.6

3,836

1.6

10

멕시코

2,349

1

61

0.8

2,410

1.0

11

이란

2,050

0.9

90

1.2

2,140

0.9

12

우즈벡

1,810

0.8

156

2.1

1,966

0.8

13

대만

1,253

0.5

66

0.9

1,319

0.5

14

아르헨티나

1,200

0.5

60

0.8

1,260

0.5

15

미국

870

0.4

303

4.1

1,173

0.5

16

한국

1,006

0.4

8

0.1

1,014

0.4

17

일본

889

0.4

12

0.2

901

0.4

18

이집트

864

0.4

7

0.1

871

0.4

19

이태리

275

0.1

6

0.1

281

0.1

* 출처 : Textile & Apparel Industry Statistics,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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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제직 설비 현황
 세계 제직 설비는 총 3,495,049대로 나타나며, 이중 면직기가 82%로 제직 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531,126대(43.8%)로 세계 1위의 제직 설비 보유 국가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파키스탄(12.8%), 인니 8.4%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의 제직 생산 설비는 43,172대(1.2%)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세계 제직 설비 현황 ]
(단위 : 대, %)

no

면직기

국가
세계시장

화섬직기
비중

모직기

비중

비중

비중

2,877,611

100

495,893

100

121,545

100

3,495,049

100

1

중국

1,310,000

45.5

197,126

39.8

24,000

19.7

1,531,126

43.8

2

파키스탄

397,100

13.8

50,000

10.1

0

0

447,100

12.8

3

인니

259,057

9

34,000

6.9

0

0

293,057

8.4

4

태국

131,500

4.6

50,000

10.1

0

0

181,500

5.2

5

브라질

72,580

2.5

0

0

15,000

12.3

87,580

2.5

6

러시아

57,900

2

10,000

2

10,000

8.2

77,900

2.2

7

터키

67,000

2.3

3,000

0.6

6,250

5.1

76,250

2.2

8

멕시코

67,003

2.3

0

0

1,150

0.9

68,153

1.9

9

일본

5,943

0.2

48,680

9.8

13,380

11

68,003

1.9

10

인도

52,000

1.8

1,500

0.3

7,300

6

60,800

1.7

11

방글라데시

47,006

1.6

0

0

0

0

47,006

1.3

12

한국

262

0

42,030

8.5

880

0.7

43,172

1.2

13

미국

29,000

1

10,718

2.2

1,240

1

40,958

1.2

14

대만

19,598

0.7

18,244

3.7

620

0.5

38,462

1.1

15

이태리

8,234

0.3

4,800

1

16,700

13.7

29,734

0.9

16

아르헨티나

24,000

0.8

0

0

5,400

4.4

29,400

0.8

17

스페인

15,000

0.5

3,430

0.7

4,250

3.5

22,680

0.6

18

이란

22,000

0.8

0

0

0

0

22,000

0.6

19

베트남

21,800

0.8

0

0

0

0

21,800

0.6

20

우크라이나

18,000

0.6

0

0

0

0

18,000

0.5

* 출처 : Textile & Apparel Industry Statistics,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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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 합성섬유 생산량
 세계 주요 합성섬유 생산량은 총 59,686천 톤으로 나타나며, 이중 폴리에스터 합성섬유가
87%로 주요 합성섬유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41,271(69.3%)로 세계 1위의 주요 합성섬유 생산 국가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도(8.0%), 미국 3.3%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의 주요 합성섬유 생산량은 1,651천 톤(2.9%)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세계 주요 합성섬유 생산량 ]
(단위 : 천 톤, %)

아크릴
no

나일론

폴리에스터

기타

합계

국가
비중
세계시장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696

100

4,746

100

52,020

100

1,224

100

59,686

100

1

중국

631

37.2

2,530

53.3

37,271

71.6

838.8

68.6

41,271

69.3

2

인도

103

6

153

3.2

4,764

9.2

8.4

0.7

5,028

8

3

기타아시아

109

6.4

198

4.2

3,483

6.7

34.2

2.8

3,824

6.5

4

미국

-

-

568

12

1,282

2.5

113

9.2

1,962

3.3

5

대만

58

3.4

309

6.5

1,412

2.7

19.1

1.6

1,798

3.1

6

한국

53

3.1

128

2.7

1,425

2.7

45

3.7

1,651

2.9

7

서유럽

195

11.5

285

6

469

0.9

65

5.3

1,014

1.7

8

터키

283

16.7

80

1.7

497

1

16

1.3

876

1.4

9

기타지역

30

1.8

91

1.9

438

0.8

-

-

558

0.9

10

동유럽

39

2.3

143

3

338

0.7

3.4

0.3

523

0.8

11

일본

132

7.8

93

2

227

0.4

55.2

4.5

507

0.9

12

기타아메리카

23

1.4

69

1.4

258

0.5

18.4

1.5

368

0.7

13

멕시코

41

2.4

24

0.5

156

0.3

7.1

0.6

228

0.4

14

캐나다

-

-

75

1.6

2

0

-

-

77

0.1

* 출처 : Textile & Apparel Industry Statistics,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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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섬유·의류 수출 실적 전망
 세계 섬유·의류 수출 실적은 2017년 788,594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4.7% 증가하여 2023년
1,041,187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비중이 36.8%로 세계 1위의 섬유·의류 수출 국가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유럽(25.2%), 인도(4.6%)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수출 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으로 전년대비 20.8% 증가함(2017년 기준)
▪ 한국의 수출 실적은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음(2017년 기준)
[ 세계 섬유·의류 수출 실적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세계시장

788,594

825,973

865,124

906,131

949,082

994,069

1,041,187

4.7

* 출처 : Textile & Apparel Industry Statistics,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재가공

◎ 세계 섬유·의류 수입 실적 전망
 세계 섬유·의류 수입 실적은 2017년 686,515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5.0% 증가하여 2023년
918,420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의 비중이 40.4%로 세계 1위의 섬유·의류 수입 국가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미국(17.6%), 중국(6.4%)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수입 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러시아로 전년대비 22.3% 증가함(2017년 기준)
▪ 한국의 수입 실적은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음(2017년 기준)
[ 세계 섬유·의류 수입 실적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세계시장

686,515

720,635

756,450

794,046

833,510

874,935

918,420

5.0

* 출처 : Textile & Apparel Industry Statistics,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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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시장 핵심플레이어 동향
 미국, 유럽(독일, 영국), 일본 등이 주도,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을 위한 코팅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중이며, 다양한 서비스 시장 확대 전망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기술이 고가의 기능성 코팅/필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
보유업체가 원 소재 기술도 동시 보유한 경우가 많아 시장 선점에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주요 국가별로 소비재, 전자, 자동차, 의료, 우주/항공 분야 등으로 활용범위 확대 중이며, 새로운
분야의 기능성 원천기술 개발에도 집중

◎ 해외 주요기업 동향
 (Babcock & Wilcox Power Generation) 집진 장치 등의 공기오염 제어 시스템, 연속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처리시스템 등 대기 유해오염 물질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주된 시장으로는 서유럽 및 남아시아 지역의 질소산화물 처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임
 (Alstom)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질소산화물 처리 시장 및 인도, 호주, 남아시아 탈황설비
시장에서 강세임. 유럽 및 남아시아 지역에 지사를 두고 전기집진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General Electric) 탈황설비 분야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련분야 시장의 21%
점유율을 차지
 (Mitsubishi) 오염물질 배출 감축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전기집진
장치, 질소산화물 처리, 탈황설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남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Marsulex Environmental Technologies) 배연탈황설비, 선택적 환원촉매, 미립자 제어
기술에 대한 장비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북미 및 유럽 지역의
탈황설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Siemens) 연구개발비의 50%이상을 환경 및 기후보호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기술 및 환경보호에 중점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2009년 Coca-Cola사(조지아州)는 Bio
28개국에서 180억 개의 Bottle을 생산

Base

PET

Bottle(식물

Bottle)을

도입하여

▪ 식물 Bottle를 위해 Coca-Cola사는 브라질의 화학회사 Braskem사로부터 사탕수수로 만든 Bio
Ethanol을 구입하여 MEG로 변환함. Fored사(미시간州), NIKE사(오레곤州), Procter &
Gamble사(오하이오州)는 Coca-Cola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협력하여 "Bio PET 30”이라고
칭하고, 그 사용을 확대하나가는 중

 (Rennovia) Bio Base 원료(아디프산, 헥사메틸렌디아민)를 개발하고 완전 Bio Base의
PA66을 만들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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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공정은 포도당 원료를Base로 하여 비용을 삭감함과 동시에 온실효과가스를 대량으로 저감시켰음.
종래의 화학품 공정을 사용한 플랜트와 비교하면 자본비용 34% 감소, 원료비용 15% 감소,
용역비용 20% 감소, 제조비용 30% 감소가 각각 예상

 (DSM) 노스캐롤라이나州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늘고 고강도인 Medical grade UHMWPE(초고분자량
Polyethylene) "Dyneema Purity”를 생산
▪ 섬도는 10dtex와 25dtex로 흰색과 파란색 2가지 색상의 絲가 있으며, 심장혈관용도로는 많은
grade가 존재, 특히, 10dtex의 원사는 Polyester 4배의 강도로 종전부터 시장에 있는 초고분자량
Polyethylene Medical용 섬유보다 섬세함

 (IBM) 반도체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의 에칭방법을 Nano Fiber에 적용하여 감염을
방지하는 재료설계 개발 진행 중
▪ 본 기술개발은 새로운 Polymer를 창출하여 재료상의 움직임이나 전하를 컨트롤하게 됨. IBM의
새로운 항균제는 수소결합에 의해 분자인 Velcro(매직테이프)와 같이 서로 접착하여 Nano Fiber를
형성해 나감. 이렇게 만들어진 Nano Fiber가 정전하를 나르고, 음전기로 대전한 균의 세포막만을
공격하는 것이 목표

 (Benninger) 현재 CPB 염색가공 시스템을 개발해 시판 중에 있으며 CPB용 맹글은 Pick-up
조절이 정확하고 길이 방향에 따른 압력이 균일
 (Bruckner) 폐열 회수장치를 장착하여 폐열회수 공기를 텐터 챔버에 공급해 재사용 하고
있으며, Babcock, Monfort, Krantz, Bianco 등에서는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장치 및 에너지
절감기능이 접목된 Tenter를 개발
 (Monforts) 균일한 건조 및 최고의 품질 생산위한 텐터기 신제품을 개발하여
방지 시스템 및 체인의 장시간 사용 윤활시스템 적용하여 친환경시스템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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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연소

(UDHE) 세계 처음으로 Ciba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초임계 유체 염색용 염료개발과
사염색기를 실용화 단계(50 Kg)까지 진행하였으며, 사염색기 위주로 개발

섬유·의류

나. 국내시장 분석
(1) 국내시장 동향 및 전망
 국내 섬유·의류 산업은 직물 직조업을 포함하여 해외 의존형,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형성,
섬유 패션산업 및 산업용 섬유까지 전방산업으로의 공급이 이루어짐
▪ 국내 섬유·의류 산업의 기술수준은 세계 4위로 기술 성숙도가 높고 균형적인 생산기반을 보유

 섬유·의류 산업은 원자재의 약 30%를 해외에서 수입, 가공하고 완제품을 제조하여 약
70%를 해외로 수출하는 산업구조
 국내 섬유·의류 시장규모는 2017년 558,830억 원에서 연평균 2.5% 감소하여 2023년
481,1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국내 섬유·의류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558,830

545,060

531,630

518,530

505,760

493,300

481,140

-2.5

주) :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업체 생산액, 부가가치 합산), 연평균성장률(’13 ~’17) 적용
* 출처 : Textile & Apparel Industry Statistics,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재가공

◎ 국내 섬유·의류 출하액 현황
 국내 섬유·의류 출하액은 2017년 399,510억 원에서 연평균 2.7% 감소하여 2023년
338,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의 비중이 48.5%로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40.8%), 화학섬유 제조업(10.7%)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출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화학섬유 제조업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함(2017년 기준)
[ 국내 섬유·의류 출하액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399,510

388,680

378,150

367,900

357,930

348,230

338,790

-2.7%

주) :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업체 출하액), 연평균성장률(’13 ~’17) 적용
* 출처 : Textile & Apparel Industry Statistics,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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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섬유·의류 생산액 현황
 국내 섬유·의류 생산액은 2017년 401,130억 원에서 연평균 2.9% 감소하여 2023년
336,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의 비중이 48.5%로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40.8%), 화학섬유 제조업(10.7%)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출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화학섬유 제조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함(2017년 기준)
[ 국내 섬유·의류 생산액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401,130

389,500

378,200

367,230

356,580

346,240

336,200

-2.9%

주) :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업체 생산액), 연평균성장률(’13 ~’17) 적용
* 출처 : Textile & Apparel Industry Statistics,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재가공

◎ 국내 섬유·의류 부가가치 현황
 국내 섬유·의류 부가가치는 2017년 157,700억 원에서 연평균 1.3% 감소하여 2023년
145,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48.4%로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45.6%), 화학섬유 제조업(6.0%)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출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화학섬유 제조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함(2017년 기준)
[ 국내 섬유·의류 부가가치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157,700

155,650

153,630

151,630

149,660

147,710

145,790

-1.3%

주) :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사업체 부가가치), 연평균성장률(’13 ~’17) 적용
* 출처 : Textile & Apparel Industry Statistics,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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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섬유·의류 수출 추이
 국내 섬유·의류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까지 물량은 증가하였으나, 단가 감소로 인해
수출금액이 점점 하락하였음
[ 국내 섬유·의류 수출 추이 ]
구분

’14

’15

’16

’17

’18

CAGR

금액(억 원)

186,939

168,287

160,354

159,600

163,525

-3.3%

물량(천 톤)

2,790

2,710

2,768

2,868

2,879

0.8%

단가($/kg)

5.77

5.35

4.99

4.79

4.89

-4.0%

*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ITA), 2019, 재가공

◎ 국내 섬유·의류 수입 추이
 국내 섬유·의류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까지 금액, 물량, 단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섬유·의류 수입 추이 ]
구분

’14

’15

’16

’17

’18

CAGR

금액(억 원)

167,195

166,138

168,484

176,463

199,076

4.5%

물량(천 톤)

1,850

1,911

2,075

2,104

2,178

4.2%

단가($/kg)

7.78

7.48

6.99

7.22

7.87

0.3%

*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ITA), 2019, 재가공

◎ 국내 섬유·의류 무역수지 추이
 섬유산업은 ’87년부터 ’02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의류 수출 감소에 반해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점차 감소
[ 국내 섬유·의류 무역수지 추이 ]
(단위 : 억 원)

구분

’14

’15

’16

’17

’18

수출

186,939

168,287

160,354

159,600

163,525

수입

167,195

166,138

168,484

176,463

199,076

수지

1700

185

△700

△1,452

△3,061

*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ITA), 2019,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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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對 외국 시장 전망
 對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
▪ 경제성장세는 ’19년 전년 대비 2.5%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교역 위축 우려
▪ 섬유·의류 산업에서 對 미국 전략으로는 온라인의 활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 등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 주목
▪ 미국의 밀레니얼·Z세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기능성과 더불어 뛰어난 디자인을 보유한
스포츠 브랜드 매출이 증가세

 對 유럽 시장에 대한 전망
▪ 브렉시트·난민 문제에 대한 유럽 내 정책의 불확실성 안에서 유럽은 내수회복에 집중
▪ 환경보호 규제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친환경 산업으로의 기술개발 및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섬유·의류 산업에서는 신기술 개발과 유럽국가내에 유행하는 한류를 이용한 온라인 공략이 對 유럽
전략으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러시아로 공급되는 원단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폴란드는 세관·세무서의 장기 규제로 섬유업계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

 對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
▪ 중국 시장은 내수확대의 움직임을 보이며, 대외개방에서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우려로 경제
불확실성속에서 내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
▪ 소비 및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조, 서비스 산업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對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
▪ 80·90년대 생들이 부모가 되면서 높은 질을 추구하는 아동복, 운동복 캐주얼 등이 성장세임, 이와
맞물려 중국 정부의 조세 감면정책으로 소비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

 對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전망
▪ 인도네시아가 터키와의 FTA를 추진, 말레이시아의 대 터키 수출 증가와 터키 내부 직물 공장 설비
증설 등 한국산 틈새시장 전략을 위해서 차별화된 품질·가격, 무역서비스 등이 필요
▪ 베트남의 중산층 증가와 풍부한 20~30대 인구, 정보 공유 활성화 등으로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5%씩 증가세이나 수출 절반 정도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 대만계
극동(FAR EASTERN)사의 생산 능력 확대로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화섬사 시장에 지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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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생태계 현황
□ 섬유의류 분야는 원료사, 섬유기계, 섬유가공, 산업용 섬유로 크게 4가지 세부분야로 구성

[ 섬유의류 생태계 이슈 ]

소분야

생태계 주요이슈
◦ 원료사 기업들의 매출‧매입 거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
- 원료 분야는 거래 총액이 타 분야보다 보다 높고 거래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원료사

- 효성티앤씨는 스판덱스 시장 세계 1위이며, 섬유 부문은 스판덱스를 비롯하여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터 원사, 직물, 염색 사업을 하고 있음 직물 사업으로는 원사, 제직, 염색
및 후가공까지 생산체제를 갖춤
◦ 섬유기계 분야는 세부 분야 중에서 가장 거래 건수가 낮았으며, 전체 거래 대비 비중 또한
가장 낮은 상황

섬유기계

- 태광산업은 1995년도에 섬유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석유 화학·섬유·직물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섬유 부문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산업용 섬유분야와 섬유가공 분야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세부분야간 기술
융합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 에프티이앤이는 나노섬유를 개발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창호 차단막, 산업용 필터로

섬유가공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음
- 웰크론은 초극세 나노섬유 필터를 제조할 수 있는 부직포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 소재와 호흡마스크 소재 사업 확대. 지난 2006년과 2010년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필터 제조 공장에 1호기와 2호기를 도입한 바 있으며, 최근 3호기를 도입하여
본격 가동하여 시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
- 티엔은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300nm 굵기의 나노섬유를 생산하는데 성공함
- 제이엠시에서 생산하는 슈퍼섬유인 탄소섬유는 인장강도가 강철보다 10배나 강하고,
중량이 1/5에 불과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
- 효성은 국내 처음으로 페트병이나 폴리에스터 원사 등을 재활용한 의료용 원사를

산업용 섬유

개발하였으며 최근 나일론에 이어 폴리에스터 재활용 원사인 ‘리젠(Regen)’을 출시함.
석유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기존 폴리에스터 섬유와 달리 리젠은 페트병을 수거한 뒤
작게 조각내고 칩으로 만든 뒤 실로 추출함
- 국내에서 액체암모니아 가공기와 회수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은
일성기계공업이 유일한 상황이며, 직물용도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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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의류 분야는 섬유가공, 원료사, 섬유기계, 산업용 섬유 등 4개 세부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료 및 산업용 섬유 분야에 상대적으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영위
▪ 원료 및 산업용섬유 분야 중소기업 수는 557개로 전체의 68.6% 차지
▪ 섬유기계 분야 중소기업은 총 32개로 모두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었으며 총 매출액은 451억 원
규모
▪ 섬유가공 산업 기업수의 99%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주도 하는 산업

[ 섬유의류 분야 생태계 현황 ]
(단위: 개, 명, 억 원)
종업원 수
구분

합계
합계
섬유·의류
분야 전체

원료사

매출액

수출액

기업 수 (비중)

대･중견기업

813
8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100.0)

30,491

94

275,059

583

721

40

(1.0)

24,277

3,468

262,249

37,464

3

3

중소기업

805

(99.0)

6,214

20

12,810

28

718

42

소계

324

(39.9)

3,354

25

35,396

178

160

27

(0.4)

1,987

662

29,906

14,953

-

-

(39.5)

1,367

11

5,491

28

160

27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3
321

소계

32

(3.9)

221

11

451

20

-

-

중소기업

32

(3.9)

221

11

451

20

-

-

1,250

25

3,340

30

118

24

-

-

25

25

3

3

섬유기계

소계
섬유가공

산업용
섬유

대･중견기업

217
1

(26.7)
(0.1)

중소기업

216

(26.6)

1,250

25

3,315

30

115

29

소계

240

(29.5)

25,666

212

235,872

1,697

444

63

(0.5)

22,290

5,573

232,319

58,080

-

-

3,376

29

3,553

26

444

63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4
236

(29)

* 기업의 주요 제품상품에서 아래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회원사 정보 등을 토대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분석
- 검색키워드 : 직물, 날염, 파이버, 섬유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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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사 기업들의 매출‧매입 거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
▪ 원료 분야는 거래 총액이 타 분야보다 보다 높고 거래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원료 분야 매출 건당 평균 금액은 약 240만원으로 약 310만원인 섬유가공 분야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

 섬유기계 분야는 세부 분야 중에서 가장 거래 건수가 낮았으며, 전체 거래 대비 비중 또한
가장 낮은 상황
▪ 거래 건당 평균 금액이 가장 높은 분야는 섬유가공분야로 분석
▪ 원료사와 산업용 섬유사가 매입 거래의 77%를 자치, 매출 시장 전체 거래의 63%를 차지

[ 섬유의류 매입･매출 거래 현황 ]
거래 총액
(억 원)

전체 거래 대비
비중(%)

거래 건당
평균금액(천원)

거래 건수
(건)

산업용섬유

1,115

36

1,526

7,305

섬유가공

581

19

1,238

4,695

섬유기계

131

4

693

1,896

원료사

1,260

41

1,689

7,461

산업용섬유

957

32

2,147

4,458

섬유가공

793

26

3,101

2,556

섬유기계

151

5

919

1,644

원료사

1,128

37

2,409

4,680

구분

매입

매출

* 기업의 주요 제품상품에서 아래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회원사 정보 등을 토대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분석
- 검색키워드 : 직물, 날염, 파이버, 섬유 재료 등

 섬유의류 분야 내 거래현황 분석 결과, 세부 분야 간 내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섬유·의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섬유기계가 쓰이므로 세부분야간 내부 거래가 도출 되지 못함
▪ 섬유기계 분야는 타 분야 대비 매출과 매입 모두 거래 건수가 낮아 관련 분야의 연관성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분석

 산업용 섬유와 섬유 가공 분야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된 섬유제품을 산업용 섬유 제품으로 만드는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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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의류 분야 거래 현황 ]
(단위: 백만 원, 건)

구분

매입

매출

산업용섬유

섬유가공

섬유기계

원료사

합계

건수

합계

건수

합계

건수

합계

건수

산업용섬유

686,043

31

977,152

37

1,724

5

950,720

37

섬유가공

23,880

7

176,894

10

0

0

334,508

11

섬유기계

0

0

0

0

0

0

0

0

원료사

580,967

30

722,616

40

83,830

8

686,808

46

산업용섬유

172,331

24

95,876

8

0

0

816,828

44

섬유가공

365,653

16

279,579

10

0

0

2,265,6
99

31

섬유기계

2,976

4

0

0

45,000

1

9,748

8

원료사

49,626

13

92,022

6

0

0

706,294

37

* 기업의 주요 제품상품에서 아래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회원사 정보 등을 토대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분석
- 검색키워드 : 직물, 날염, 파이버, 섬유 재료 등

 섬유가공 품목이 타 분야보다 비중이 낮으나 건별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평균 거래 당 매입 대비 매출 규모가 2배 이상 큰 시장으로 섬유가공분야 중소기업 차별화로 경쟁력
강화 전략 필요

 섬유기계 분야에는 대･중견기업은 없고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섬유기계 시장 환경
제고를 위해 연구소 학계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기술이전 등의 지원이 필요
▪ 섬유 의류용 기계 제작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및 시장 규모 확대 필요

 산업용 섬유분야와 섬유가공 분야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세부분야간 기술
융합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 산업용섬유 생산/가공을 통합솔루션으로 진화시켜 해외제품 대비 기술 경쟁력 확보

□ 강점
▪ 소득 개선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내수시장 확대, 해외생산품 역수입, 중저가 섬유소재 수입
확대로 시장 환경 개선 중
▪ 섬유 의류 제품의 전 스트림(사, 원단, 염색, 봉제 등)의 조립가공기술 제조기반 보유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산업단지와 지역별·스트림별 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지원 용이

□ 약점
▪ 방적업, 염색가공, 봉제업 등 저임금 업종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매출액에 부정적 영향
▪ 선진국과의 기술 및 품질격차 확대와 규모의 경제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대만, 중국, 인도 등의 추격
가속화로 시장점유율 하락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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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 핵심플레이어 동향
 섬유·의류 사업을 영위하는 핵심 플레이어들은 대기업과 그 외 중소·중견으로 구분 가능
▪ 주요 대기업들은 생산 공정 수직계열화를 통해 다양한 전방 산업으로의 전개로 시장 비중이 높으며
대표적인 대기업으로는 효성티앤씨와 코오롱패션머티리얼, 태광산업 등이 있음

◎ 섬유의류 분야 동향
 대기업 동향
▪ (효성티앤씨) 스판덱스 시장 세계 1위이며, 섬유 부문은 스판덱스를 비롯하여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터 원사, 직물, 염색 사업을 하고 있음 직물 사업으로는 원사, 제직, 염색 및 후가공까지
생산체제를 갖춤
- 주요 제품으로는 기능성 원사를 사용한 투습방수, 초경량, 흡한속건, 친환경, 냉감, 경량보온, 신축성
트리코트, 난연 직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산업용 섬유로는 내구성이 우수한 작업복, 아라미드,
모다크릴과 같은 방염원단과 고강도 나일론, 파라 아라미드 원사를 사용한 특수 제품 등이 있음
▪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섬유전문기업으로, 원사부터 기능성 직물 직조, 염색·기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주로 원사와 원단 산업을 영위하며 주요 브랜드로는 Cypan, PolarlonCypan, Polarlon™, Hipan,
Nanopora, X2O, Mirex, neoVENT™ 등이 있음
▪ (태광산업) 1995년도에 섬유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석유 화학·섬유·직물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섬유 부문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주요 제품으로는 PTA(고순도 테레프탈산), 탄소섬유, 아라미드 섬유, 트리코트 직물, 폴리에스터
직물을 생산
- 트리코트 직물은 2way 수영복 원단, 일반 의료용 원단, 패턴지(Textured design Fabrics),
벨벳Velvet)을 포함하고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활용하여 PEACH SKIN 직물, ROBE 직물, ABAYA
직물 등이 있음
▪ (웰크론) 초극세 나노섬유 필터를 제조할 수 있는 부직포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 소재와 호흡마스크 소재 사업 확대. 지난 2006년과 2010년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필터 제조
공장에 1호기와 2호기를 도입한 바 있으며, 최근 3호기를 도입하여 본격 가동하여 시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
▪ (효성) 국내 처음으로 페트병이나 폴리에스터 원사 등을 재활용한 의료용 원사를 개발하였으며 최근
나일론에 이어 폴리에스터 재활용 원사인 ‘리젠(Regen)’을 출시함. 석유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기존 폴리에스터 섬유와 달리 리젠은 페트병을 수거한 뒤 작게 조각내고 칩으로 만든 뒤 실로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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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섬유의류 관련 상장기업 경영실적 (’18년 연간) ]
(단위: 백만 원, 전년대비 %)

매출액

영업이익

no

회사명

1

휠라코리아

2,954,643

16.8

357,102

2

효성티앤씨(섬유)

2,133,565

-

3

영원무역

2,101,268

4

효성첨단소재

5

26

영업이익률

구분

64.2

12.1

연결

66,647

-

3.1

연결

4.6

201,038

11

9.6

연결

1,767,487

-

64,143

-

3.6

연결

삼성물산(패션)

1,759,443

0.6

25,478

△22.1

1.4

연결

6

한세실업

1,712,686

0.1

38,629

△31.7

2.3

연결

7

LF

1,706,682

6.5

119,508

8.5

7

연결

8

한섬

1,299,209

5.7

91,983

67.3

7.1

연결

9

신세계인터내셔날

1,262,650

14.5

55,524

118.3

4.4

연결

10

휴비스

1,262,515

5.4

34,359

29.4

2.7

연결

11

코오롱인더스트리(패션)

1,045,633

△4.7

39,947

△17.0

3.8

연결

12

태평양물산

972,052

5.4

32,530

37.3

3.3

연결

13

동일방직

909,349

7.3

44,454

102.5

4.9

연결

14

신성통상

821,069

△6.9

19,384

112.1

2.4

연결

15

티케이케미칼

789,034

10.4

54,544

475.4

6.9

개별

16

에프앤에프

668,727

19.3

91,518

△6.7

13.7

연결

17

신원

621,491

△2.9

1,463

74.3

0.2

연결

18

일신방직

492,301

△0.0

29,918

24.9

6.1

연결

19

LS네트웍스

445,888

0.6

3,843

38.6

0.9

연결

20

웰크론

394,767

4.3

10,101

79.7

2.6

연결

21

코오롱패션머티리얼

388,282

9.5

△32,699

적자지속

△8.4

연결

22

경방

351,439

△2.6

40,980

△3.1

11.7

연결

23

코웰패션

339,376

9.7

71,010

14.5

20.9

연결

24

경인양행

331,102

10.4

19,691

167.4

5.9

연결

25

한세엠케이

322,990

△1.8

2,405

△74.8

0.7

연결

26

SG세계물산

320,202

12.2

3,938

흑자전환

1.2

연결

27

호전실업

313,272

△4.6

10,755

△28.7

3.4

연결

28

대현

286,316

0.9

17,900

28.9

6.3

개별

29

윌비스

277,697

△4.6

3,414

△51.3

1.2

연결

비중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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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성안

220,174

8.4

△10,686

적자지속

△4.9

연결

31

국동

219,550

14.6

5,692

흑자전환

2.6

연결

32

대한방직

209,062

0.2

△13,423

적자지속

△6.4

연결

33

티비에이치글로벌

208,807

20.1

△1,172

적자전환

△0.6

연결

34

남영비비안

206,139

△1.5

△3,919

적자전환

△1.9

연결

35

제이에스코퍼레이션

205,634

△13.0

4,477

△70.5

2.2

연결

36

BYC

197,864

1

21,347

24.1

10.8

연결

37

인디에프

197,598

△1.7

2,015

23.1

1

연결

38

삼양통상

183,198

7.4

32,126

6.5

17.5

연결

39

제로투세븐

175,282

△4.9

△4,708

적자지속

△2.7

연결

40

신영와코루

171,441

△6.0

753

△87.4

0.4

연결

41

형지엘리트

166,185

△4.6

△1,215

적자지속

△0.7

연결

42

전방

149,325

△18.2

△8,715

적자지속

△5.8

연결

43

지엔코

146,404

2.3

△25,291

적자전환

△17.3

연결

44

방림

141,818

△4.2

1,871

△70.5

1.3

연결

45

좋은사람들

128,374

7.6

2,532

흑자전환

2

연결

46

조광피혁

127,669

△26.8

14,978

△39.0

11.7

개별

47

진도

120,088

△6.4

7,315

△36.2

6.1

연결

48

케이엠

118,311

6.7

5,160

△1.8

4.4

연결

49

아가방앤컴퍼니

112,861

△19.9

△14,441

적자지속

△12.8

연결

50

형지아이앤씨

108,757

△4.2

△883

적자지속

△0.8

개별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1: 상장기업중 섬유·의복·가방·신발(전체), 화학 및 도·소매업 가운데 섬유패션 관련 기업을 찾아
집계(지주회사 실적은 제외)
주2: 삼성물산,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티앤씨는 섬유, 패션부문 실적만 집계, 태광산업은 부문별
실적(영업이익) 미발표로 제외
주3: '18년 상장기업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는 2018.06.01.~2018.12.31. 실적
주4: 방림=2017.10.01.~2018.09.30(9월결산법인)
주5: 신성통상, 형지엘리트=2017.07.01.~2018.06.30.(6월결산법인)
* 출처 : Textile & Apparel Industry Statistics,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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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동향
▪ (에프티이엔이) 나노섬유를 개발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창호 차단막, 산업용 필터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음
- 초미세먼지 90% 이상 걸러주는 마스크를 개발하여 CJ 계열사인 에스지생활안전에 OEM으로
생산한 나노마스크를 납품하고 있으며, ‘테크노웹마스크’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도 판매하고 있음
- 또한, 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테크노웹 나노방진창’을 개발해 다양한 형태의 창호 제품으로 공급
▪ (티엔)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300nm 굵기의 나노섬유를 생산하는데 성공
- 폴리플루오린화비닐리덴(PVDF)/폴리우레탄을 원료로 전기방사를 통해서 나노섬유 제조에 성공하여
방진망용 나노원사를 개발하여 대형마트에 출시
- 나노 메쉬 구조로 이루어져 공기순환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며, 가시광선과 자외선 차단 효과도 우수
▪ (제이엠시) 에폭시 코팅으로 탄소섬유 원단의 성형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2015 부산국제산업용섬유
소재 전시회’에 참가해 뛰어난 산업용 직물섬유를 선보인 적이 있으며, 슈퍼섬유인 탄소섬유는 물론,
아라미드 섬유, 유리섬유 및 고강력 PE섬유로 하이브리드 직물과 UD직물 같은 고강도, 고탄성,
고내열이 뛰어난 산업용 섬유직물을 생산함
- 제이엠시에서 생산하는 슈퍼섬유인 탄소섬유는 인장강도가 강철보다 10배나 강하고, 중량이 1/5에
불과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
▪ (일성기계공업) 국내에서 액체암모니아 가공기와 회수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은
일성기계공업이 유일한 상황이며, 직물용도로 한정됨
- 2001년 직물 용도의 액체암모니아 가공기 및 회수시스템이 설치된 다이텍연구원은 설치 장소 주위
시설과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매각 절차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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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연구원의 운용 사례를 참고하여 2014년 경 니트 용도의 액체암모니아
회수시스템을 설치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현재 니트 용도로 운용 중임

가공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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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분석
가. 해외 기술 동향
(1) 주요 기술 동향1)
 IOSR 폴리머/텍스타일 공학 저널에 따르면 섬유 중 80%는 기능성이 더욱 보강될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은 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섬에 따라, 웰빙 섬유는
이 같은 추세에 합류할 것임. 의류의 기능은 편안함을 뛰어넘어 코스메토텍스타일을 사용해
옷을 미래의 '웨어러블 스킨케어'로 변모시키는 웰빙과 뷰티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섬유는 필라멘트로 압출되기 전에 미세 캡슐화를 통해 첨가되거나, 몸의 움직임과 열기를
통해 피부로 전달되는 코팅에 침투되는 방식으로 몸에 좋은 성분을 섬유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작됨. 기분 전환에 좋은 향기에서부터 노화 방지, 탄력, 보습, 위생 기능, 영양소
공급, 운동 강화 및 쾌적한 쿨링을 망라해 웰빙 섬유의 잠재적인 혜택은 풍부함
 지난 20~30년 동안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둔 웰빙 섬유가 출시되었고, 운동 효과를 개선해
주는 원단은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음. 웰빙이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는 가운데, 이
분야의 혁신은 2020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임

◎ 피부에 적용
 뷰티, 스포츠웨어, 란제리 업계는 지난 20년 동안 피부를 개선해주는 제품 개발에 앞장서
왔고,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전망으로 피부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것이 관건임
 Meryl Hyaluronan 원사에는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가 사용되어 콜라겐을 자극하고 활성산소의
노화 작용을 감소시켜 피부를 탄력 있고 부드러우면서, 탱탱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카페인, 바이오 세라믹 결정체, 비타민 E와 같은 성분은 셀룰라이트 개선에 효과적임
[ Meryl Nylstar 기능성 섬유 제품 ]

* 출처 : Meryl Nylstar

1) 패션소재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 ECO융합섬유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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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아미드 6.6 마이크로 파이버인 Innergy는 이스라엘 업체 닐릿(Nilit)의 섬유로 열에너지를
원적외선으로 바꾸고, 이를 피부 조직으로 반사시켜 피부 속 깊숙이 살짝 열기를 가함으로써
셀룰라이트를 개선해줌. 관리 손질이 쉽고, 부드러우며 보정용 스타킹과 란제리로 제작됨
[ Nilit 기능성 섬유 제품 ]

* 출처 : Nilit

 라나폼(Lanaform)은 건강, 뷰티 및 웰빙 분야의 리더로, 바이오 세라믹 결정체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레깅스를 제공. 이 레깅스는 피부에 열을
가하고, 맥박과 림프계 순환을 돕는 기능을 함
 데님 업계도 행동에 나섰음. 랭글러의 데님 스파 테라피 청바지에는 안티 셀룰라이트 및 보습
성분 (알로에 베라, 스쿠알렌, 카페인)과 자스민 향이 첨가되었음

◎ 해양성분
 바다는 미네랄과 소금을 포함해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 원천으로 그 중 키틴은 새우, 게와
같은 조개류에서 추출한 다당류 성분으로 피부를 치유하고 진정 시키는 효과뿐 아니라
자외선 노출, 알레르기 반응 및 피부염에 효과적임. 이 뿐만 아니라 향균, 탈취 및 세포 재생
기능까지 뛰어남
 이탈리아의 기능성 원사 방적업체인 포지 엘렉타(Pozzi Electa)는 키토산(게 펄프)과
비스코스를 혼방한 Crabyon 원단을 생산함. 이 원사는 편안한 혼방 소재로 란제리와
애슬레저웨어에 적합함
 해초는 재생, 항산화, 영양 및 피부 보호뿐 아니라 부드러운 촉감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스마트파이버 AG에서 생산하는 SeaCell Lyocell은 활성 아미노산과 요오드 성분을 포함해
해조류의 풍부한 해양 미네랄 소금과 비타민으로 가득함
 재활용된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해양 콜라겐 펩타이드 아미노산과 폴리에스테르를 결합시킨
생체공학적 '뷰티' 섬유인 Umorfil은 매끄러운 광택과 캐시미어 급의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타고난 웰빙 기능으로 La-Veda와 같은 요가 브랜드 사이에서 각광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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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성분 기능성 섬유 제품 ]

* 출처 : SeaCell(좌), La Veda(우)

◎ 비타민과 향기 첨가
 항산화 비타민 C와 E를 비롯한 영양 성분은 섬유와 '웨어러블 비타민 기술'을 통해 피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원사와 섬유 분야에서 지금까지 개발 중에 있음
 일본 방적업체 Fuji Spinning는 피부에 문지르거나 체온으로 열을 받는 등의 피부 접촉 시
비타민 C와 E로 전환되는 프로비타민이 함유된 V-Up 섬유를 개발했고, 30번 세탁 후에는
효과가 줄어들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함
 아로마테라피를 접목한 섬유는 식물이나 과일 성분으로 합성된 향기로운 오일을 사용해
쾌적한 오감을 제공하며, 활력을 주는 오일에는 오렌지, 생강, 로즈마리, 자몽, 멘톨, 레몬,
백리향이 포함되며, 심신의 긴장을 풀어주는 오일로는 라벤더, 캐모마일, 발레린 등이 있음
 인비스타(Invista)는 향기와 보습제가 첨가된 라이크라 바디케어 란제리를 출시했고, NIKE의
프리쿨 시스템(PreCool System) 러닝셔츠에는 페퍼민트 성분이 함유되어 운동 시 피로를
덜어주는 기능이 첨가 됨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의 제니 틸롯슨이 개발한 Scentsory Design은 2014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인터랙티브 향기 기술을 통해 웰빙과 패션을 하나로 접목했음
[ Scentsory Design ]

* 출처 :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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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의 보호 효과
 소비자들이 자외선 노출과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짐에 따라 보호 기능의
의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자외선 차단 원단은 아웃도어 웨어에 적합하지만 자외선
차단 지수는 최종 용도에 따라 다르며, 직조, 색상, 세탁 가능성에 따라 가공될 수 있으며,
철, 아연, 산화 티타늄, 옥살산이 사용됨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는 각 의류에 필요한 기능에 따라 의류 제품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10~50으로 지정했음
 퍼포먼스 원단 업체인 쉴러 텍스틸 AG 의 콜드블랙 원단 마감 기술은 열 흡수 감소를 통해
원단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사 기능을 이용해 자외선을 차단함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무선 주파수를 포함한 전자 방사선에 노출되면 우울증과 두통에서부터
암에 이르는 광범위한 건강 문제가 야기됨. 금속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며, 의료
및 군사 업계에서 이미 사용되는 은이 의류 업계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음
 고급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르주나(Arjuna)는 항균, 항염증, 체온조절 효과는 물론 방사선을
막아주는 양이온을 원단에 첨가함
[ 금속 보호 효과 기능성 섬유 제품 ]

* 출처 : Lafuma, Arjuna, Schoelle

◎ 쿨링 기능
 쾌적한 쿨링 기능은 퍼포먼스 섬유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소로, 바이오 세라믹 미네랄과
코코넛 탄소와 같은 의외의 천연 소재가 이를 주도하고 있음
 첨단기술 업체 37.5의 혁신 기술은 친환경 폴리에스테르에 포함된 화산 모래와 코코넛
껍질의 활성 탄소를 사용해 피부의 미기후를 개선해 '축축함과 끈적임'을 낮춰줌

32

섬유·의류

 미쓰비시의 Ventcool는 건조하거나 습한 기후 조건에 맞춰 트라이아세테이트 원사에 변화를
주고, 인비스타(Invista)의 쿨맥스는 수분을 날려주는 기능이 뛰어나고 통기성을 갖춘
폴리에스테르 섬유임. 특히 고온과 습도가 문제시되는 아시아 지역의 데님 소재에 쿨링 섬유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VF의 데님 브랜드 Lee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소재인 옥을 사용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여름용 의류인 JadeFusion 라인을 출시했음. 분쇄된 옥 입자는 데님으로 직조 될 때
첨단기술을 통해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고 빠르게 건조됨
 옥을 사용하는 애슬레저 브랜드 Virus는 CoolJade 패브릭 (재활용 옥)을 사용해 건조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주는 StayCool 라인을 선보이고, 이 원단은 체온을 화씨 10도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옥을 사용한 기능성 섬유 제품 ]

* 출처 :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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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별 기술 동향
 미국, 에너지 생성하는 원사 개발
▪ 미국에서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를 형성하는 원사가 개발되었으며 미국 케미컬앤엔지니어
링뉴스(c&en) 주간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결을 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생성 의류 기술을
최근 소개했고 미국 화학회지 ACS 나노에 처음 게재된 기술은 폴리에스테르, 면, 실크, 울과 같은
일반적인 섬유를 주요 자재로 사용
▪ 에너지 생성 원사 기술은 종린 왕 교수가 이끈 조지아 공과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고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거나, 수면 중에 한번 뒤척이는 등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원사가 에너지를 생성해 낼 수 있다고 하며 이는 양말, 스웨터 등의 의류로 제작돼 의료용
웨어러블 센서 디바이스,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등을 작동시킬 잠재력을 지녔음
▪ 연구는 마찰 전기(triboelectric generator) 원리를 이용하고 전도성 있는 물체(conductor)와
유전체(dielectric material)를 근접하게 만들어 사용하며 이때 유전체는 일반적으로 폴리머가 사용
▪ 유전체는 절연 성질을 지녔으나 표면에 정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두 물체가 근접하게 되면
전자(electron)가 유전체에서 전도체로 옮겨가게 되고, 물체가 다시 멀어지게 되면 일렉트론이 흘러
전력을 보관하는 커패시터 혹은 디바이스를 작동시키는 회로로 이동하게 됨
▪ 연구팀은 현재 지름이 50미크론인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버를 전도체로 둘레에 폴리에스테르나 면을
적용해 원사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신축성이 뛰어난 스판덱스를 사용해 원사를 만들어 마찰이 많은
양말의 밑 부분에 시험해 본 결과 19초 동안 걷는 동안 1V의 전기를 생성했고 원사는 다양한
색상의 직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세탁기 사용도 가능함

 미국, 콜라겐이 피부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섬유, 패션 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애틀의 스타트업 기업인 부키(buki)가 개발한 콜라겐 컬렉션(Collagen
collection)이 최근 미국 매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제품은 콜라겐 성분이 포함된 섬유로
만들어진 의류들로 구성됨
▪ 새로 만들어진 콜라겐 컬렉션의 섬유는 착용자의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공급함. 해양에서
채취된 재료로 콜라겐 파우더를 만들어 사용하며 특정 물고기류의 비늘에서 콜라겐 파우더의
재료를 얻으며 지속가능 방법으로 원료를 채취
▪ 콜라겐 컬렉션은 피부를 부드럽게 해 주는 기능 외에도 속건성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UPF-50을
포함하고 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일본 TEIJIN, ‘압전’ 스티치 개발
▪ TEIJIN이 압전 웨어러블 센서 기술을 의류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고 TEIJIN은
최근 기업의 압전(piezoelectric) 섬유 기술을 업데이트 시킨 패셔너블한 스티치 형태의 압전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해 선보였으며 TEIJIN의 새로운 e-스티치는 간사이 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됐음
▪ 새로 개발된 e-스티치는 다양한 형태로 직물에 수놓아 질 수 있으며 e-스티치는 직물이 늘어나거나
수축, 구부러지거나, 트위스트 되는 등 변화에 따라 인체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TEIJIN과 연구팀이 새로
개발한 e-스티치는 부드럽고, 유연성이 매우 강해 다양한 종류의 직물에 적용될 수 있다고 TEIJIN은
설명하며, 자수 패턴 또한 다양한 범주를 연출해 낼 수 있어 매우 패셔너블한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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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기관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오고 있고 새로운 e-스티치 개발은 두 기관이
2017년 1월 발표했던 ‘압전 쿠미히모(Kumihimo) 웨어러블 센서’를 기반으로 개발됐고 쿠미히모는
일본 전통 매듭 아트로,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패셔너블한 스티치 디자인을 직물에 적용해 이를
센서로 활용하게 됐다는 것임
▪ 압전 패브릭은 각종 압력을 전기신호로 변환시켜주는 폴리유산(Polylactic-acid, PLA) 자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두 기관은 PLA의 잠재력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특히
사물인터넷(IoT) 내 증강현실(AR) 체험 센서 기술 개발에 있어 이를 활용한 기술을 개발해 내는
것을 연구 중
▪ 간사이 대학과 TEIJIN은 2012년 처음으로 유연성을 지닌 압전 필름을 개발했고 당시 PLA의 두
종류인 PLLA와 PDLA 라미네이트 기술을 이용해 이를 만들었으며 2015년에는 PLA 섬유 자재와
탄소 섬유 자재를 이용해 압전 패브릭을 개발하기도 했음
▪ 개발한 센서는 방화복 내의 온도를 계속 측정하고 높은 체내부의 온도와 열사병과 관계있는
온도와의 상관성 이론을 통해 심부체온을 예측하는 원리로 2019년부터 실용화를 목표, 이미
TEIJIN은 소방복용으로 높은 강도 및 내열성을 가진 아라미드 섬유를 판매중
▪ 스마트 소방복은 TEIJIN의 보호복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메타계 아라미드 섬유인 ‘코넥스’ 및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테쿠노라’ 등을 사용
[ 열사병 방지 스마트소방복 ]

* 출처 : TIN 뉴스

 일본 TORAY, 한국 TORAY그룹에 2020년까지 1조원 투자를 기획
▪ 단기적 이윤을 꾀하는 게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산업진흥, 수출확대, 기술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인건비 상승, 세금, 각종규제가 많은 한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국내기업인 삼성, SK등 글로벌 정상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선정한 상황
▪ 도레이첨단소재는 PP 스판본드 부직포 사업으로 글로벌 1위 목표로 설정, PET-SB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한 의료용, 산업용등으로 범용성을 확대할 계획. 2020년 매출 5조원 달성을 위해
탄소섬유복합재료, 전기전자부품, 생활소재 등 주요 소재사업에 중점 투자 할 계획

 중국, 스판덱스 기업들 공동연구 및 고효율 발열 섬유 개발에 추진 중이며 2018년 중국의
스판덱스 수요가 줄어 하향세를 보였으나, 2018년 연간 생산량 12만 톤에서 2021년 22만
톤까지 규모를 늘려 상승세를 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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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연구진과 한 기업이 탄소섬유 소재를 활용한 히터효과의 특수 발열 섬유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서면서 전 세계 스포츠 아웃도어업계의 관심을 모음. 이 소재는 흑연을 한
층으로 벗긴 특수소재로 탁월한 발열 효과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건강 섬유로 뛰어난 물성과
기능을 인정받음
▪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세계 1위 탄소섬유 기술보유국 달성을 목표로 연구 개발지원 강화

 독일 합성섬유 제조 기업 트레비라에서 수거된 페트병 등을 재활용해 만든 폴리에스테르
섬유소재 ‘신피네코(Sinfineco)를 런칭, 신피네코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에서 원사까지 포함하는
새 브랜드
▪ 신피네코는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지고, 이는 국제인증기관 컨트롤 유니온이 제공하는 글로벌
리사이클 스탠다드와 섬유 산업 내 환경 이슈 미디어 기관인 MCL의 RCS-NL 기준을 모두 준수함
▪ 신피네코는 소비자 사용 전(pre-consumer)과 후(post-consumer)의 재활용 폴리머를 통해 만들어지고
사용전 분야에서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필라멘트 제조에서 남은 소재를 사용, 사용 후 분야에서는 수거된
페트병을 재활용 PET 칩으로 다시 만들어 사용
[ 트레비리가 재생하는 합성섬유 제품들 ]

* 출처 : 트레비리 홈페이지

 (스위스) 섬유 냄새 발생 방지기술 개발
▪ 스위스 기업 Sanitized가 폴리에스테르 직물 내 박테리아 증식을 막고 불쾌한 냄새의 발생을
방지하는 가공기술을 소개했고 Sanitized(Sanitized AG)는 최근 폴리에스테르 직물로 만든 의류에
박테리아가 생성되는 것을 막는 공정 기술 ‘Sanitized 오도어액티브10(Sanitized Odoractiv 10)’을
개발했다고 밝혔음
▪ 폴리에스테르 직물은 입고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아도 땀을 접하게 되면 독특한 냄새가 나게 되고
냄새는 세탁을 한 후에도 지속이 되는데, 이는 땀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땀으로 인해
증식하게 된 박테리아가 섬유를 변질시키게 된 데서 비롯하기 때문
▪ 박테리아는 빨래를 해도 씻겨나가지 않고 섬유 속으로 침투해 냄새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자재
자체를 변질시키고 Sanitized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유 표면을 코팅시키는 오도어액티브
기술을 개발했음.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박테리아가 섬유 대신 이 보호막에 들러붙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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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세탁기에서 ‘보통’ 사이클에 의류를 세탁하면 코팅막에 붙었던 박테리아가 물과 함께 씻겨
나가게 되는 원리고 기업이 스위스 연방재료과학연구소(EMPA)와 시험을 실시 한 결과 박테리아가
완전히 씻겨나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함
▪ 코팅막은 또한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 냄새를 흡수했다가 이것이 역시 세탁 과정에서 제거되고
50번의 세탁을 걸쳐도 코팅막의 기능은 유지되며 손세탁과 세탁기 세척 모두 해당되고 Sanitized의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오도어액티브10은 나노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기술은 오코텍스의 ‘에코
패스포트(Eco Passport)’ 인증을 받았음

(3) 해외 기업 기술 현황
 (MTIX) 새로운 대기압 플라즈마/UV 기술을 이용하여 Padding이나 back coating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내구성이 우수한 난연 섬유를 개발
 (ICAP-SIRA Chemicals and Polymers s.p.a) 섬유 및 부직포 코팅 및 점착분야의
화학제품제조 업체로 저점도의 NCO-ended PU prepolymer와 polyol compound를
이용하여 유기 용제나 VOC를 배출하지 않으며 에너지 소비도 낮은 코팅법을 개발
 (KLEBCHEMIE) 코팅용 접착제 회사로 섬유의 라미네이팅 작업에 필요한 메디컬, 가구, 내의,
건축, 기능성 의류용 등에 사용하는 특수 용도의 PUR hotmelts 접착제를 개발
 (DAIKIN) fluorocarbon free의 우수한 발수, 발유 성능을 가지는 기능성 제품 개발
 (BALDWIN) 섬유, 인쇄용 자동화 장비업체로 스프레이 코팅 설비에 있어서 개별 조절,
오버랩 스프레이 패턴조절, 소량 스프레이, 다이렉트 입자전송 기술 등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코팅성능을 나타내는 기술을 선보임
 (Norafin Industries) 부직포를 이용한 보호복, 메디컬, 복합재료, 필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전도성 부직포와 polymer film를 이용한 Tex PCB를 개발하고 있음
 (Coatema) 코팅, 프린팅, 라미네이팅 설비 전문 업체로 스마트 텍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직물, 편물, 사(絲)에 대면적 전자인쇄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를 개발 중
 (JX Nippon ANCISAS) 부직포의 배향을 변화시켜 적층한 후 라미네이팅 함으로써 매우
가볍고 얇아 지붕 복합재, 도로 하부재, 특수 테입, 자동차용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 제품 개발
 (FILK(독일)-Centexbel(벨기에)) REACH, OEKOTEX standard 100 등 친환경 고기능성
코팅을 위한 다양한 기능성 PU 수지를 개발 중임. High solids, waterbased UV-system,
waterbased PU coating, 난연성 등 다양한 성능의 제품
 (Centexbel) 유독가스, 기계적 충격, 온도, UV, chemical, health marameters 등을 감지할
수 있는 responsive coating을 개발하여 각종 건축 구조물, 막재, 가스감지 센서 등에 적용
 (ICL-IP) 합섬과 면의 교직물에 사용가능한 친환경 난연제 개발
 (Kappler) Butyl 직물과 다층 라미네이팅 필름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불침투성 보호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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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everik) 기존의 flame bonding에서 발생되는 연기, VOC 문제, flat bed
lamination에서의 고에너지, 저생산성, slot dye lamination에서의 inflexible, 높은 가격,
roller coating에서의 imflexible, spray lamination에서의 부정확성과 inflexible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drum calender 방식의 환경친화적인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개발
▪ 주 사용용도는 시트커버, 필터, 헤드라이너, 소음저감, 카펫, 차량 중량 저감 등임

 (EFI Reggiani) UV 경화 기술 및 COLORS
▪ DTP를 활용한 기능성 가공으로 발수, 방오, 항균/방충 들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디지털날염기술을 이용한 염색 및 기능성 가공 동시 운용 시스템과 고착을 위한 열 경화 또는 UV
경화 기술사용으로 친환경 저에너지형 기술 확보
▪ DTP장비 잉크 11색 +침투제로 디지털 날염공정을 진행하여 원단 표면에 잉크의 침투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함께 갖춘 획기적인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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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기술 동향
(1) 주요 기술 동향
 섬유·의류 사업을 영위하는 핵심 플레이어들은 대기업과 그 외 중소·중견으로 구분 가능
▪ 주요 대기업들은 생산 공정 수직계열화를 통해 다양한 전방 산업으로의 전개로 시장 비중이 높으며
대표적인 대기업으로는 효성티앤씨와 코오롱패션머티리얼, 태광산업 등이 있음

 효성티앤씨는 스판덱스 시장 세계 1위이며, 섬유 부문은 스판덱스를 비롯하여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터 원사, 직물, 염색 사업을 하고 있음 직물 사업으로는 원사, 제직, 염색 및
후가공까지 생산체제를 갖춤
▪ 주요 제품으로는 기능성 원사를 사용한 투습방수, 초경량, 흡한속건, 친환경, 냉감, 경량보온, 신축성
트리코트, 난연 직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산업용 섬유로는 내구성이 우수한 작업복, 아라미드,
모다크릴과 같은 방염원단과 고강도 나일론, 파라 아라미드 원사를 사용한 특수 제품 등이 있음

 코오롱패션머티리얼은 섬유전문기업으로, 원사부터 기능성 직물 직조, 염색·기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주로 원사와 원단 산업을 영위하며 주요 브랜드로는 Cypan, PolarlonCypan, Polarlon™, Hipan,
Nanopora, X2O, Mirex, neoVENT™ 등이 있음

 태광산업은 1995년도에 섬유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석유화학·섬유·직물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섬유 부문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주요 제품으로는 PTA(고순도 테레프탈산), 탄소섬유, 아라미드 섬유, 트리코트 직물, 폴리에스터
직물을 생산
▪ 트리코트 직물은 2way 수영복 원단, 일반 의료용 원단, 패턴지(Textured design Fabrics),
벨벳Velvet)을 포함하고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활용하여 PEACH SKIN 직물, ROBE 직물, ABAYA
직물 등이 있음

 섬유·의류 산업 중소·중견 기업으로는 대한방직, 비전랜드, 성원티엔지, 성안, 성광, 태성
패브릭스, 벤텍스 세일섬유, 에스제이패브릭스, 새한, 유진인더스트리, 태흥 섬유 등이 있음
[ 섬유·의류 산업 스트림별 주요 업체 ]
면방

화학섬유

직물/염색

의류·패션

신발

동일방직, 일신방직,
경방, 대한방직 등

효성, 휴비스,
코오롱패션머티리얼,
태광산업, TK캐미칼
등

삼일니트, 을화,
에스티원창,
세창상사, 영신물산
등

영원무역, 세아상역,
한세실업, 한솔섬유,
삼성물산, LF, 한섬
등

태광실업, 창신INC,
화승 등

* 출처 : ’18 섬유제조패션산업 인력현황 보고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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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탄소섬유 소재업체는 크게 소재분야와 응용제품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소재 분야는
주로 연매출 규모가 조 단위를 넘는 대기업들이 주로 포진해 있음
▪ 국내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기업은 도레이첨단소재, 효성첨단소재, 태광 등 3개 기업이 있으며,
주로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 군이 주로 사업을 수행함
▪ 탄소섬유를 원재료로 직물(Fabric)을 제조하는 기업으로는 한국카본, 한국신소재, 현대화이바,
강남화이바, 새날테크, JMC, KGF 등 주로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10여 개 사가 있음
▪ 국내 프리프레그 시장은 한국카본, SK케미칼, TB카본, 조양카본 등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10여개사에서 주로 생산, 공급하고 있음
[ 국내 탄소섬유 및 가공소재 기업 현황 ]
탄소섬유

직물

프리프레그

도레이첨단소재
효성첨단소재
태광산업 (사업 중단)

한국카본
한국신소재
현대화이바
강남화이바
새날테크
JMC
KGF
기타 중소기업

한국카본
SK케미칼
TB카본
조양카본
기타 중소기업

* 출처 : ’18 섬유제조패션산업 인력현황 보고서 재구성

▪ 국내 탄소섬유 분야의 응용제품 제조업체는 각 제품군마다 기업들이 포진되어 사업 및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는 스포츠, 레저 및 전자, 기계분야, 그리고 방열 섬유
등 주로 산업재 분야임. 우주항공, 자동차 분야는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음
▪ 우주항공 분야는 주로 대한항공과 한국우주항공에서 해외 항공사와 방위산업용 탄소섬유 복합재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를 이어 한국화이바, 테크항공, 코오롱-데크가 있음. 대부분은 방산
분야이며 민수항공 분야는 해외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음
▪ 자동차 분야에는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와 함께 다양한 부품소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탄소섬유 복합재 부품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고 주로 정부 차원의 R&D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스마트의류에 알맞은 기술, 소재 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스마트 웨어러블 기술이 차세대 기술로 도래하면서 전도성 섬유는 ICT 융합 섬유 제품에서 전력을
제공하거나 전기적 입, 출력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소자
▪ 국내에선 전도성 섬유(케이원텍스), 편직물(벤투스솔루션), 발광다이오드 부착 직물(알파클로),
발열온도 조절(케이투코리아), 생체신호 모니터링(블랙야크) 목적으로 개발, 생산 중. 두올은 자동차
원단 내장재용으로 전도성 자수원단을 개발,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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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원텍스의 전도성섬유(왼)와 알파클로의 발광다이오드 부착직물(우) ]

* 출처 : 섬유기술과 산업, 2018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초미세
먼지 포집 섬유 기술 개발 진행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외 2개 기업은 공동연구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고성능 기능성
나노 섬유기반 초미세 먼지 필터를 개발, 제조
▪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2017년 마스크 출원은 연평균 113건으로, 그 이전 2008년~2012년
연평균 출원건수 80건에 비하여 41% 이상 증가
[ 미세먼지 관련 특허 출원 동향 ]

*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2018

[ 미세먼지 제품 관련 산업 업체 ]
업체명

생산품목 및 특징

크린앤 사이언스
에프티이앤이

각종 여과지 및 필터 등을 생산, 판매
나노 섬유를 사용한 각종 섬유제품과 필터 등을 판매

웰크론
케이엠
오공
모나리자

극세사를 이용한 청소용품 및 마스크 등을 생산
일회용 마스크(KM Face Mask) 등을 생산
마스크 등의 산업용 소모품 판매
황사용 마스크인 황사미세먼지마스크 출시

* 출처 : 인포스탁 섹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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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염색 기술인 마그네틱이 삽입된 커넬블레이드 ]

▪ 염색과 가공에서 가장 문제되는 환경오염, 폐수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연구로 KITECH는 편발수
가공을 염색가공에 적용해 에너지절감과 친환경적인 섬유염색 기술을 개발



제약, 소재 제조 기업에서 의료관련 상품개발 및 제품 생산
▪ 국내 의료용 섬유 제품은 주로 부직포, 천연 및 합성 섬유로 만든 피부 재생 목적 제품이 주 상품
[ 국내 주요 의료기기 생산업체 및 생산품목 ]
업체명

생산품목 및 특징

바이오폴
동아케미칼
에버레이드
휴겔
한미약품
현대약품

메디폼(form dressing)
NEW-PLUS band(film dressing)
에이덤(film dressing)
휴겔(hydrogel dressing)
케이폼(form dressing)
클리젤(hydro dressing)

에스앤지바이오텍
텍산메드테크

인조혈관 스텐트, 대구경 인공혈관
방사기술, hydrofiber dressing)

리젠바이오텍
삼양사

진피재건용 섬유구조체
Biomesh, 분해성 GTR 막

친메타바이오메드
아미티에

MEPFIL-series
UNIsorb

* 출처 : 인체치료용 고성능 메디컬 섬유 개발 동향

(2) 주요 업체 동향
◎ 대기업 동향
 (톱텍) 국내에 나노 필름 양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노관련 사업으로는 나노설비, 분리막,
아웃도어, EMI 차폐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와
전자소재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

42

섬유·의류

 (동성화학) 국내선도 공급업체로 계열사인 동성하이켐과 함께 PU, TPU 수지 및 기능성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접착제의 선도 공급업체로서도 알려져 있음.
동성하이켐은 국내 최초로 무황변 TPU를 개발하여 자동차용으로 적용
 (덕성) 건식, 습식 PU수지 및 합성피혁 제조업체로 생활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코팅섬유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친환경 기술 적용을 위해 waterbase 수지가공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송원산업) 코팅용 PVC, PU, TPU 등을 제조하며 고흡습성 수지와 환경친화적인 특수화학
제품군에서 개발을 진행
 (디엔에프) 고기능성 코팅제는 코팅 후에 유리막(SiO2)을 형성하는 폴리실라잔 (polysilazane)을
주성분으로 하는 실리콘계 코팅제로서 뛰어난 부착성, 내구성, 내후성 등의 우수한 물성을
실현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성 및 부가가치성을 부여한 새로운 코팅제를 개발
 (벽산) 대표적인 무기단열재인 미네랄울 설비투자를 실시하였으며, 미네랄울의 경우 조선용,
산업용, 건축용, 패널용, 농업용 등 수요가 다양함. 정부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로 방화문
시장과 외단열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벽산은 미네랄울 설비투자로 연간 2.8만 톤 생산량을 6만 톤 규모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라스울 2호기 생산라인 증설을 완료함에 따라 연간 7만 톤 규모의 그라스울
생산능력을 확보해 분연 단열재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짐

 (KCC) 세(細)섬유 생산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단열성능을 10%가량 개선하였으며, 친환경
고성능 단열재 개발하여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
▪ 글라스울 생산 설비 증축을 통해 무기보온 단열재의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이 검출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발수와 내구성을 강화하여 물과 습기에 강한 그라스울 제품을 출시함

 (LG하우시스) 유기 단열재인 페놀폼(PF) 생산 확대에 나선 상태이며, 신규 공장 증설을 통해
기존 300만m2(90평)대 생산 규모를 900만m2(272만평), 약 3배 수준으로 증설할 계획
▪ 최근 열경화성 수지를 발포시켜 알루미늄 면재를 적용하여 준불연 성능을 가지는 PF 단열재를
개발한 상태이며, PF 단열재는 자재의 두께도 얇아 실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셀트리온) 두레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황사와 미세먼지에 의해
유발된 염증을 완화시키는 천연식물 추출물” 기술 개발을 진행 중
 (GS칼텍스) 한국화학연구원, 대상과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매스 유래 나일론 원료 섬유 및
종합기술을 확보
▪

차세대 바이오연료이자 친환경 바이옼미칼인 바이오부탄올 개발에 성공하여 상업화 준비 단계

 (CJ제일제당) 라이신 등의 아미노산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생산 및 상용화 하였고,
아미노산 유래의 나일론 단량체 생산기술을 확보하여 바이오 융합 섬유 기술 개발 진행 중
 (LG화학)은 파일롯 규모의 PLA(폴리탁틴산) 중합 기술을 확보하였고 PLA가 함유된 바닥재, 벽재 제품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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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케미칼)은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인 ‘에코젠’을 개발하여 국내 첫 표준 막걸리잔 소재로 채택
 (코오롱글로텍)은 전도성 고분자를 섬유 위에 직접 적용해 전기를 통하게 해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스마트 섬유(제품명 : 히텍스(HeaTex))를 개발하고 의류, 장갑,
방석, 매트 등에 적용
▪ 또한 수면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수면 중 무호흡증과 같은 위험 발생 시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매트리스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용변 유무를 자동으로 감지해 보호자나 요양사에게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환자용 의류도 개발

◎ 중소기업 동향
 (비에스지)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의 선도기업으로 meditex, INVEX 등의 브랜드로 기능성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수지합성에서 필름 제조, 라미네이팅 가공까지 수행하는 전문기업임.
차별화 기술분야로 군용, 의료용 관련 기술 보유
 (벤텍스) 다양한 기능성 제품군을 가진 기능성 의류 전문업체로 라미네이팅,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편의성이 우수한 제품 개발
 (알켄즈) PVC사코팅을 이용한 선스크린용 원단을 주요 품목으로 하며 방염, 친환경 인증을
통해 국제적인 규격 확보 및 경쟁력 강화
 (소포스) 고내열성 코팅기술을 이용한 용접복, 소방복 등의 안전복과 UV 사코팅을 이용하여
염색이 불가능한 무기섬유에 대해 착색기술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전문기업
 (아진일렉트론) 전도성 섬유 전문업체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 차폐기술과
전도성을 이용하여 기능성 의류 외에도 모바일, 의료기기, 자동차 시트, 게임기, 스포츠
센서기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세계 굴지의 삼성, LG, 3M 등에 납품
 (윈코) 유리섬유로 만든 매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유리섬유로 만든 자동차 천장재(Headliner)용
소재를 개발하면서,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던 자재의 국산화에 성공함
 (영풍화성) 기능성 섬유 코팅전문업체로 재귀반사, 자가 복원, 차열코팅 등 차별화된 기능성
코팅기술을 보유한 기업
 (득금티앤씨) 코팅, 라미네이팅 전문업체로 자체브랜드로 기능성 원단을 조제 판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코팅설비와 수지 제조 기술로 뛰어난 품질경쟁력을 가진 업체
 (벤트윈) 친환경 고분자 소재인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TPU
제품은 독성이 전혀 검출되지 않으면서 내구성, 내마모성, 내굴곡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자동차 내장재, 선박, 의료용 매트, 스포츠 용품, 텐트, 애드벌룬, 보호필름 및 일상생활 속
모든 다양한 분야에 적용 중. 품목은 다르나 TPU 필름/시트 제조업체로 한국유화, 기명TPU
등 다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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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가) 국내 최고의 막구조 전문업체로 막구조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이중공기막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빅스) 섬유산업용 PU전문 생산업체로써 다양한 기능성 수지를 제조하고 있으며 수분산 type
PU, PUR 등 국제 규격에 적합하며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진행 중
 (동아화학) PU, TPU, PUE 등을 주 생산품으로 하며 친환경 용제, IT, 의료용 및 생분해성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음
 (수양켐텍) 다양한 Fluoro Silane Materials를 이용하여 발수와 발유를 동시에 구현하여 자동차
외관용, 금속 표면처리 및 표면 개선용, 건축, 목재, 섬유 등의 발수 발유 코팅제를 개발
 켄텍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중금속 시료 포집이 동시 가능한 미세먼지 자동 측정 장치”를 개발
 (신한산업) 플라즈마를 이용한 섬유직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에 PET, 나일론, 멜란지류,
방투습용 기능성 원단 등 다양한 섬유직물을 취급함. 비불소계 발수제 처리시 플라즈마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신풍섬유) 각종 기능성 섬유 및 친환경 섬유 전문 섬유기업으로, 플라즈마 섬유가공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친환경 PLA소재의 제품화에도 성공하였음
 (K2) 2016년부터 퓨쳐팀을 신설하고 스마트웨어를 포함한 신규 제품 개발을 진행 중
▪ 앞서 스마트웨어로 발열 기능을 강화한 볼케이노 재킷을 출시하였으며, 2017년 11월 인텔리전스
히트 티셔츠는 개발. 해당 티셔츠는 단순 발열 시스템이 아닌 사용자 온도를 측정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온도를 알아서 제공하는 진화된 스마트웨어
▪ 배터리 모듈을 옷에 부착해 전원을 켜고 모바일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에 맞는 최적의 온도를
찾아주며,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면 설정 온도에 맞춰 발열 기능을 작동함. 온도 조절은 물론 러닝
및 칼로리 소모량 등도 확인할 수 있음

 (블랙야크) 2015년부터 ICT 융합 의류 야크온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음.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인 심전도를 측정해 심박 수를 알 수 있는 야크온P와 스마트폰으로 온도와 습도
발열을 제어할 수 있는 겨울용 다운점퍼 야크온H 등을 출시
▪ 야크온H는 유럽 최대 스포츠 아웃도어 박람회인 이스포(ISPO)에서 2016년 글로벌 황금상 등 11개
상을 받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음
▪ LG전자의 스타일러스를 이용해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다운재킷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케어 서비스를 2017년 9월 선보였으며 LG전자의 스마트씽큐 앱을 실행한 후 NFC가 내장된
‘엣지다운’ 재킷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자동으로 스타일러의 블랙야크 패딩 관리 코스가 작동

 (금용기계) Pile loop 길이를 sinker로 전자식 제어하는 컴퓨터 pile 양면편기 개발.
산업용섬유생산을 위한 환편기 개발
 (프로템) film coater , 동박 라미네이팅 장치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다축/다층
구조의 열가소성 프리프레그 생산시스템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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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화기계) 니들펀칭기, Cross Lapper, Auto Cutter 등 부직포 제조 기계 제작 기술 보유
 (평안) 섬유의류, 패션 업종의 침구루 조제 및 유통 사업과 병행하여 single pass type
초고속 DTP 시스템을 연구개발 중이며 최근 시제품을 선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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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분석
가. 해외 정책 동향
 무역․통상환경 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 소득․소비의 양극화 심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산업을 추구,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 필요
 (패션섬유) 프리미엄 소재 개발을 통한 제품 고급화 및 품목 다양화, 대중 수출 품목 개발,
아세안⋅러시아⋅중동 등지로의 시장 다변화,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과 디자인 역량 강화,
수요 맞춤형 제조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내 생산 가능 품목 발굴 필요
 (의류⋅생활용 테크니컬섬유) FTA 등 무역․통상 환경변화에 대응한 비교우위 핵심기술 및
품목육성, 안전보호용 및 텍스트로닉스 섬유개발, 저탄소 자원순환형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용 테크니컬섬유) 전후방 연계산업이 통합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섬유강화복합재, 극한성능 및 신기능 섬유, 고성능 부직포 등 중점분야에 대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산업 현안)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의류패션, 개인 시장 및 브랜드와
프로슈머의 등장, 지역 및 개별 생산 공장, 의류 제품의 공유, 가상‧증강현실(VR‧AR)과 고객
맞춤형 유통‧마케팅 등의 구조변화 진행. 스마트 센서가 부착‧삽입된 섬유나 제품을 통하여
고객의 상태와 의도를 파악한 후 엑츄에이터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텍스트로닉스 관련 산업이 급속히 성장.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지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극한성능 슈퍼섬유와 신기능 섬유, 단순한 제품판매 중심에서 모니터링, 진단, 제어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
 (신기후 체재와 산업 현안) 에너지 자원 저감,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등에 대한 대응 필요.
친환경․에너지 저감형 공정혁신 시스템 도입 및 핵심 기술 확보, 디지털날염, 스마트
염색공장 등 공정 혁신, 재고 절감 및 자원순환형 시스템 혁신 요구. 에너지 저감형 저융점
섬유, 바이오매스 기반의 새로운 섬유소재, 저탄소․친환경 섬유소재, 상온․친환경 기능성 가공,
신재생에너지 활용 공정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 시급. 수송기기의 경량화 및
풍력블레이드용 섬유강화복합재 및 고성능 부직포, 저에너지 섬유제조 공정개발 필요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프리미엄 소재 개발을 통한 제품 고급화, 봉제업 생태계 재건, 디자인
역량 강화, 친환경 염색기술, 수요맞춤형 의류제조시스템에 대한 투자. 신시장 창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생활편의 향상 웨어러블 스마트 패션 의류, 지속 가능형 섬유 기술에 대한 중점
투자가 필요. 기존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섬유산업 생태계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 신규
고효율 공정기술, 스마트공장 기술, 화섬산업 기반을 활용한 부직포 및 극한성능 슈퍼섬유
기술, 신기능성 섬유 기술에 관한 투자 요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원천기술) 수요자의 정보 습득기술,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술, 수요자
대응 기능 인공지능 기술, 3D 프린팅‧DTP 기술 및 맞춤형 생산기술, 3D 디자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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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 등의 중요성이 대두. 사용자의 내‧외부 신호 데이터를 측정‧습득하기 위한
스마트 섬유센서 및 IoT, SiT 기술, 스마트 섬유 엑츄에이터 설계 및 생산 기술, 가상제어를
실제와 연동하는 CPS 기술 등이 필요. 사용 환경에서 원하는 제어를 능동 지능적으로
수행하는 고성능 섬유센서․엑츄에이터 설계 및 생산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가상과
실제를 연동하는 CPS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

(1) 미국
 미국 일부 수입관세 감소 예상
▪ 일부 섬유류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 제품 수입 시 관세 혜택을 주는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
(Miscellaneous Tariff Bill Act)’이 이달 중순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미국 의류신발
류협회(AAFA)는 상원에 이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기에 나섰다고
저스트스타일 등 매체가 보도했고 AAFA는 미국 내 1000여 개 브랜드를 대표하는 기관임
▪ 관세 혜택 대상 제품들은 모두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들이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원자재에서 완성된 제품까지 총 1700여 품목 제품 수입시 감소된
관세를 적용받게 되거나 아예 면제. 신발류, 의류, 여행용품, 섬유 제품도 포함
▪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에 의한 관세혜택 제도는 2012년까지 적용되다가 시행 기간이

만료됐고 이를 되살리기 위한 안건이 이달 만장일치로 하원에서 통과된 것임 지난
12월에는 전미제조업협회(NAM)가 하원에 200여개 기업들과 함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으며 관계자들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향후 3년 동안 11억 달러
가량의 관세가 철폐되고 제조업계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미국 섬유 제조업 매출 44.5%의 기술섬유로써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기술섬유시장, 건축, 자동차섬유, 차양, 방수천막 및 텐트 등에 사용되는 직물을 포함
▪ 미국 내 의류 제조업 붕괴의 지속으로 섬유 제조업에서 산업용 기술섬유의 중요성 증대 추세
▪ 고부가가치 기술섬유를 주력 상품으로 기술력, 장비, R&D 프로그램이 풍부한 미국 섬유 산업

 혁신적 기술섬유의 활용
▪ 비행기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탄소섬유 섬유를 이용한 복합 물질에 중점을 두며 연구 개발 및 제조
▪ 탄소섬유 등 복합 물질 기반의 내구성이 높은 난연 유기섬유개발 등 난연 및 환경 규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체재 연구 활발
▪ 특수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등의 섬유제품 피니싱 기술을 통해 스마트의류 개발로 더욱 친환경적 섬유를 생산

(2) 중국
 섬유산업을 기반을 통한 스포츠 의류시장
▪ OEM 생산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로컬 브랜드 인지도 강화, 현재의류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섬유산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
▪ 그에 반해 기타 섬유산업 관련 품목의 수입이 많지 않아 수출 흑자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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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독일
▪ ‘스마트’를 화두로 마이크로 칩 등이 섬유와 접목하여 스마트 섬유의 개발과 전 생산 공정이 제어
가능한 스마트형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등 큰 변화를 나타냄
▪ ’17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융합형 의류 생산 공정으로 처음으로 선보임
▪ ‘무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로봇 생산 시스템 개발 및 첫 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높은 수요가 포착됨



이탈리아
▪ 한-유럽 FTA 체결로 이탈리아 내 관세율, 수입규제, 인증절차 및 제도 변화로 한국산스테이플 섬유
및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수입 관세율이 0%인 상황
▪ 한국 제품의 디자인 및 성능 개발이 지속될 경우, 한-유럽 FTA 효과 극대화 가능

(4) 이집트
 이집트가 섬유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집트 산업무역부 장관
타렉 카빌은 지난달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사닷 시티를 방문해 열린 행사 자리에서
사닷 시를 대형 섬유 및 의류 제조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음
 사닷시는 수도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9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도시며 카빌에
의하면 이곳에 향후 7년 간 20억 달러가 투자돼 568개의 섬유, 의류 공장이 설립될
계획이며 투자금의 87%가 해외 자본이고 13%가 이집트 내 투자자들에 의한 것이라 함
 사닷시는 2010년을 기준으로 7만9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나
공장들이 완공되면 최대 16만 개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도시가 새로운 섬유, 의류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 내 연간 생산 규모는 90억 달러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
 이집트 섬유수출위원회(Egyptian Textile Export Council)가 최근 전한 바에 의하면 2017년
이집트의 섬유 및 방적 분야 수출은 8억3200만 달러 규모로, 2016년 7억8300만 달러보다
6% 성장했으며 사닷 시에는 새로운 공장들과 더불어 섬유와 방적 산업 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트레이닝 장소도 생겨날 계획임
 이집트 투자 및 무역 지구 한 관계자는 “이집트는 중동 지역에서 섬유산업의 수직통합구조를
갖춘 유일한 국가이며 원면 생산에서 원사 및 패브릭, 의류 생산까지 이집트 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전했고 섬유 산업은 이집트의 핵심 산업으로 이집트 경제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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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정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 선진국 경기의 둔화, 국내 생산비 상승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지원 아래 생산여건과 현장인력 부족을 개선, 가격 및 제품
경쟁력 제고 등 과제를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
▪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를 통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의 생존을 강조
▪ 첨단 산업용섬유 등 고부가가치 및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섬유·의류산업의 생산, 유통 기술력의 수준 상승을 기대
▪ 염색, 봉제, 신발 등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을 통한 인력부족, 고령화 등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의 모범산업으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섬유산업의 경우, 에너지효율을 2020년에는 0.12수준으로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기준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섬유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정책 제시
 한국섬유수출입조합
▪ 국내 의류생활용 섬유 기획 및 개발 역량강화사업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다기능성, 천연 융복합,
생활용 프리미엄 소재와 최고 수요기업과의 사전 매칭을 통한 맞춤형 기획 및 기술 컨설팅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친환경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산·학 또는 산·연 등 형태로 도내 소재 기업으로 하여 학·연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축이 목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국내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첨단기술섬유 및 ICT융합 전자섬유 중간재 및 완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 및 섬유제품의 글로벌 사업화 기술선점 도모

 기획재정부는 2018년 대비 2019년도 R&D 분야 재원배분은 3.7%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원배분은 14.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 확대 (3.5 로부터 3.7조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 ’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
▪ 총 지출을 ’18년 대비 9.7% 증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예산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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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섬유의류산업의 5대 Top Brand로서
녹색환경섬유, 생각하는 섬유, 건강복지섬유, 극한성능섬유, 융합기술섬유를 선정하여
건강복지 섬유 및 융합 섬유 관련 정부정책을 시행중에 있음

섬유·의류

5. 중소기업 전략제품
가. R&D 추진전략
 고부가가치 섬유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바이오, ICT 융합 섬유를 개발하고 차세대 섬유
제품의 고효율 생산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 고효율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 시스템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경쟁력 확보
[ 섬유·의류 기술개발 시나리오 ]

□ 고유 산업의 발달에서 타산업 융합을 위한 맞춤형 전략 필요
▪ 고유 산업의 발달에서 타산업과의 융합에 의한 기술개발을 통해 중간재의 국산화 전략, 산업
경쟁력을 고취하여 향후 수요증가에 따른 국가 경쟁력 향상 기대
▪ 전통 섬유 산업 외 바이오와 ICT 산업과 융합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로 신규 수요시장 개척
▪ 설비투자 저금리 금융대출 지원과 섬유 생산설비 R&D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유도, 지원 확대

□ 친환경 섬유제조기술 원천기술 확보하여 기술력 확보 필요
▪ 친환경, 저탄소 가공기술 개발로 개도국간 기술격차를 확장하고 환경 친화적인 섬유가공기술 확보
▪ 기술지원이 용이한 장점을 활용하여 첨단 하이테크 섬유제조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서 기술적
한계점을 극복, 타산업과 연계하여 신사업 진출 도모
- 고성능 유·무기 섬유소재의 고분자 설계로 최종 용도분야 특성에 접합토록 기능화 도모
- 공정의 구조제어를 통해 습식부직포 소재 제조 기반기술 확보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ICT 융합 고급 연구인력 양성과 섬유패션 제조·연구 전문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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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로드맵의 주요 범위는 섬유·의류로, 이 범위에 대한 주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시장대응전략을 수립하였음
Factor

정책

기회요인

위협요인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산업단지와 지역별·

•세계 섬유시장의 경쟁력 과잉으로 인해 설비투자

스트림별 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지원 용이

감소 및 생산공장 해외구축으로 국내인프라 감소

•ICT

융합섬유

개발을

위해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에 연구비용 국가지원 확대

기술격차 줄어드는 추세

•고품질 의류용 섬유의 고기능성 소재 개발
산업

기술로 해외시장에서의 영향력 상승

높은 수요 시장 형성

시장

기술

확대,

해외생산품

•고부가가치

섬유

개발로

생산설비의

고비용과

생산단가의 증가가 생산량 감소에 영향

•섬유가공 분야는 타 분야대비 건별 매출이 높고

•내수시장

•선진국 대비 R&D 수준이 벌어지면서 후진국과의

•세계 트렌드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수요에 국내
중소기업 타격

역수입,

중저가

섬유소재 수입 확대로 시장 환경 개선 중

•방적업, 염색가공, 봉제업 등 저임금 업종에서
인건비 상승

•개도국 중심 틈새시장 확대

•개도국의 자국 내 섬유·의류 생산 설비 확대

•섬유 의류 제품의 전 스트림(사, 원단, 염색,

•기술 및 품질격차 확대와 규모의 경제로 가격경쟁력을

봉제 등)의 조립가공 기술 제조기반 보유
•산업 구조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협업 및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전환

확보한 대만, 중국, 인도 등의 추격 가속화
•국내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특정 물품의 수입
의존도 높음

중소기업의 시장대응전략
➜ 고유 산업의 발달에서 타산업과의 융합에 의한 기술개발을 통해 중간재의 국산화 전략, 산업 경쟁력을 고취하여 향후
수요증가에 따른 국가 경쟁력 향상 기대
➜ 설비투자 저금리 금융대출 지원과 섬유 생산설비 R&D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유도, 지원 확대
➜ 기술지원이 용이한 장점을 활용하여 첨단 하이테크 섬유제조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서 기술적 한계점을 극복,
타산업과 연계하여 신사업 진출 도모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ICT 융합 고급 연구인력 양성과 섬유패션 제조·연구 전문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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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제품 선정 절차
전략제품
후보군 도출

전략제품 선정위원회

전략제품 확정

- ’16년~’18년 중기부 신청과제
- ’18년~’19년 기술수요조사
- 관련 협회･조합 기술수요조사
-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 수요조사
- 산학연 전문가 추천

è

-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

è

- 스크리닝(중복, 전략범위, 내용 고려)
- 평가기준 수립

- 전략제품선정 워크샵
- 제품 선정결과 검토 및 조정 전략
제품 확정

- 타부처 정책 및 문헌 조사

 전략제품 후보군 도출
▪ (최근 신청 과제)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 사업 ’16년~’18년 3개년 신청과제
▪ (기술수요조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SMTECH(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및
관련 협회 ’18년~’19년 기술수요조사 결과
▪ (대기업 의견) 전략분야 관련 대기업의 중소기업 유망 제품 관련 인터뷰
▪ (산학연 전문가 추천) 분야별 전문가 대상 후보 추천 의뢰 의견수렴
▪ (타부처 정책 및 문헌조사) 타 부처 정책사항 및 문헌조사를 통한 품목 발굴

 전략제품 선정위원회
▪ (위원회구성) 중소기업 적합형 기술로드맵 수립 및 전략 강화를 위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분야 내 전략제품 평가 및 검토 진행
▪ (적합성검토) 해당 전략분야의 범위에 포함 여부, 중소기업 시장 대응전략 부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적합성 검토
▪ (평가항목) 기술성, 시장성, 정부정책 적합성, 중소기업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

 전략제품 확정
▪ (선정위원회) 산･학･연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략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통해
전략제품을 선정
▪ (검토 및 조장) 선정된 전략제품들에 대해 최종적인 타당성 검증 및 분야 간 전략제품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전략분야별 전략제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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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략제품 선정결과
◎ 기능성 코팅 섬유
Ÿ

방수, 발수, 방오, 보온, 발열, 발한 등의 섬유의 고유특징을 가지면서 다양한
기능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섬유소재에 기능성 물질을 코팅한 섬유제품
▪ 쾌적성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차별화 기술 확보와 시장대응이 유연한
중소기업이 선진국 시장에 수요 충족 가능
▪ ‘코오롱FnC’는 ’18년 11월 나사 항공기에 적용하는 트라이자 소재를 이용하여 코팅한 보온성이 높은
‘안타티카’를 출시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인 ‘아이픽스월드’는 은향균·피톤치드를 씌운 면·폴레우레탄을
기반의 ‘에코아이 레이첼 코튼 스타킹’으로 중소기업의 소비자 시장 진입 확대

◎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Ÿ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섬유로서 중요한 요소인 초단열, 준불연 성능을
지닌 융·복합 섬유제품
▪ 기존 섬유 및 의류용 섬유 외에 타 산업분야로의 적용이 가능하고 섬유 소재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 중소기업이 시장경쟁력 확보에 유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중소기업 ‘광장이노텍’은
‘에어로젤’을 연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단열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Ÿ

각종 섬유 재료의 개발과 합성 및 처리 기술을 종합적으로 접근한 기술
▪ 미세먼지의 유해성,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련 제품 시장 확대, 관련 분야
기술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진출하기 유망한 시장
▪ ‘한화L&C’의 유해먼지 저감 방충망인 ‘먼지잼’의 핵심 기술은 신소재 전문 벤처기업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

◎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Ÿ

초임계 CO2 기술, 디지털 프린팅(DTP)과 같은 친환경 가공기술
▪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차별화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섬유가공 기술
필요
▪ 섬유 초발수 가공 기술기업인 ‘티에프제이글로벌’은
가공 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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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융합 섬유
Ÿ

수술용 지혈제, 화장용품, 식물 식생재료, 셀룰로오스 원사 등을 포괄하는 섬유제품

Ÿ

천연유래 섬유를 기반으로 한 섬유 소재화 및 가공기술
▪ 고령화 및 웰니스 시대에 고부가 산업으로 바이오융합섬유산업이 새롭게 부상, 산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바이오 분야 기술경쟁력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
▪ 김용호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교수는 천연활성물질-펩타이드 복합체 기반 바이오
코스메슈티컬 기술 개발

◎ ICT 융합 섬유
Ÿ

교통 약자를 위한 안전 표시 기능, 응급 상황시 비상 알림 기능, 낙상방지 센서가
부착된 보호의 등 ICT와 안전을 융합시킨 섬유 제품군
▪ ICT 기능을 접목하는 섬유 기술은 향후 기술발달과 함께 높은 시장성을 가지는 분야로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유리
▪ KAIST(한국과학기술원) 최경철 교수팀과 코오롱글로텍 공동 연구팀은 직물 기판 위에 OLED를
구현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텍스트로릭스 섬유는 구글(Google), 애플(Apple), MS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전자, 에너지, 센서, 광 분야의 섬유 소자를 활발히 개발 중

◎ 염색, 가공 시스템
Ÿ

염색가공기는 포 제조 공정을 통해 이루어진, 직포, 편포, 부직포들의 최종 End
제품으로서의 성능을 발현시키기 위한 기계를 총칭
▪ 향후 고부가가치 섬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
▪ 네덜란드의 중소기업인 다이쿠는 환경 친화적인 염색설비를 개발해 글로벌 브랜드의 신흥국 공장에
납품

◎ 제직 준비 시스템
Ÿ

장·단섬유 화섬사와 천연 및 혼방사들이 제직공정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 신섬유 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후방산업인 섬유기계산업도 이와 함께 성장될 것으로 기대.
준비기 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장 성장성 기대
▪ 세라트랙은 세라믹부품 생산에서 출발해 섬유기계용 고품질 세라믹 부품제조 및 공급회사로 성장,
세계적인 수준의 섬유기계 부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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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코팅 섬유

기능성 코팅 섬유
정의 및 범위
▪ 기능성 코팅 섬유는 섬유 표면에 사용목적에 적합한 피막형성 물질을 도포하거나 필름과 같은 이종
물질은 입혀서, 기포지 본래의 외관을 가지면서 만짐새 및 기능성(내수성, 투습발수성, 방풍성, 보온성,
내마모성 등)을 발현시킨 섬유 제품을 말함
▪ 기능성 코팅 섬유는 의류용, 스포츠‧레저용, 홈텍스타일, 보호용, 의료용, 수송용, 건축용, 산업용, 농업용,
토목용, 패킹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됨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기능성 코팅 섬유의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2023년 약 291억 달러로 전망
•(국내)

•기능성 코팅 섬유는 섬유기재에 다양한 종류의 수지를
코팅하여 기능성을 향상시키므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기능성 코팅 시장은 2017년 약 9,500억

원에서 2023년 1조 13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능성 코팅섬유는 전기전자, 기계, 금속, 세라믹 등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어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성이 매우 큰 산업임

정책 동향
•코팅 섬유

분야를

IT,

빅데이터

기술 동향
등의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스마트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핵심 소재부품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가 과제 지원

•가공 시 잔류하는 유기 용제에 의한 인체 유해성이
대두 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지역의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산업 집적지,
권역별 신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산학융합지구 등
지역 대표산업 직접육성을 위한 특정지역 R&D 지원

•소재의 고기능화, 타 산업으로의 용도 확장을 위한
혁신기술, 가격절감 기술 개발 요구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 나노코팅, 고기능 박막 코팅

•(해외) MTIX, ICAP-SIRA Chemicals and Polymers
s.p.a, KLEBCHEMIE, DAIKIN, BALDWIN

•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소재 기술
•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대기업)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중소기업) 비에스지, 벤텍스, 알켄즈, 소포스

•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과 수요시장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 정부의 소재 기술 지원 정책 등의 지속적인 정책을 활용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 기능성, 물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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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기능성 코팅 섬유는 섬유 표면에 사용목적에 적합한 피막형성 물질을 도포하거나 필름과 같은
이종 물질은 입혀서, 기포지 본래의 외관을 가지면서 만짐새 및 기능성(내수성, 투습발수성,
방풍성, 보온성, 내마모성 등)을 발현시킨 섬유제품을 말함
 코팅방법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면 Direct 코팅, Transfer 코팅, 온라인 코팅, 압출코팅 등으로
구분됨
▪

Direct coating: coating 수지를 직접 원단에 코팅하는 방법으로 건식과 습식법이 있음.
응용범위로는 curtains, tilts and tarpaulins for trucks, railway wagons and containers and
other uses, sports mats, swimming pool covers 등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임

▪ Transfer coating: coating paste (polyurethane, silicone, etc.)는 필름이나 종이에 코팅하여
접착시키는 방법임. 응용범위로는 protective clothing, outdoor sports clothing, shoe
protectors, mattress protectors, airbags 등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임
▪ Online coating: 온라인 coating은 직기로부터 제직을 한 다음 코팅하는 방법으로 geogrids,
swimming pool covers, reinforcement nets, windbreak nets, filters 등과 같은 제품 생산에
응용됨
▪ Extrusion coating은 기본소재(textiles, non-woven, knitted fabrics, etc.)로 여러 고분자수지로
코팅할수 있는 방법임. 아기 기저귀, ventilation tubes, plastic sheeting for ponds, plastic film
for windows, sewer renovation 등에서 응용됨
[ 코팅 및 라미네이팅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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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이란 기재 전면에 도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코팅막 형성 후 원하는
형상으로 2차 가공해 코팅 막에 특정한 형태의 3차원 패턴을 형성시키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부분만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넓은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 인쇄도 코팅의 한
범주로 볼 수 있음
 코팅가공의 방법은 섬유표면에 코팅수지로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따라 건식과 습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건식코팅은 유기용제와 물을 사용하여 용해, 분산시킨 수지, 에멀젼, 분산제 등을 섬유표면에
도포하여 열, 바람으로 그 용매를 기화시키거나 또는 더욱 가열하여 연속적인 고형피막으로
섬유표면을 도포 하는 방법을 말함, 그 외에 스퍼트링, 열증착 등도 사용됨
[ 건식 코팅 모식도 ]

▪ 습식코팅은 물과 친화성이 있으며 완전히 용해되는 알코올이나 DMF 등의 유기용제로 용해시킨
코팅 액을 사용하여 코팅함, 이 코팅 액을 섬유표면에 코팅한 다음 다량의 물에 침지하는 방법으로
용제를 용출시켜 균일한 다공성 피막을 형성함
[ 습식 코팅 모식도 ]

▪ 과거에는 기능성 코팅 섬유의 기본인 투습방수 기능성 원단의 경우 후자의 가공법인 습식가공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 세계 투습방수포 시장 추세가 습식방법에 의한 투습방수포에서 내수압
및 투습도가 습식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제조 공정시 DMF 대신 물을 사용하여 공해유발이 적은
건식다공법에 의한 투습방수 소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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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이나 시트를 이용하여 섬유를 코팅하는 방식인 Transfer coating의 경우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이형지 위에 수지를 casting하여 필름을 만들고 이를 섬유에 라미네이팅하는 방법
[ R/P 라미네이팅 모식도 ]

▪ 압출, 전기방사 등의 방법으로 만든 기능성 필름을 핫멜트 등의 접착제로 섬유에 라미네이팅하는
방법
[ 필름 압출/라미네이팅 모식도 ]

▪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film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접착하는 라미네이팅 공법에 의한 기능성 부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코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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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기능성 코팅 섬유는 의류용, 스포츠‧레저용, 홈텍스타일, 보호용, 의료용, 수송용, 건축용,
산업용, 농업용, 토목용, 패킹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됨
 섬유에 코팅 또는 필름 라미네이팅을 통해 복합화 되어 섬유의 내구성, 각종 기능성, 수분,
열 등을 조절하고 내외부에서 보호기능 등, 보유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특수
기능성 코팅으로 우수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보유
 섬유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능성 수지와 전기방사, slot die에 의한 압출, 라미네이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한 기능성 필름, 난연성 등 기능성을 가진 PUR과 같은 친환경
기능성 접착제 등을 제조하는 기술
 기능성 코팅섬유 소재산업은 정밀화학인 다품종 소량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며 특히 원재료의 합성, 배합기술과 기능성 및 적용 등이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특성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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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 제품분류 관점
 기능성 코팅 섬유 소재는 ET, IT, BT 및 NT 분야의 첨단 기술이 융합된 신소재 및 정밀화학
분야로 5대 국가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군수, 조선, 자동차, 전자, 우주항공, 의료 및 가정용
등의 매우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특수성 및 고기능성을 갖춘 소재
▪ 기능성 필름은 재료로부터 도출되는 기능과 신소재 탄소나노튜브, 금속 나노입자 등 나노·과학기술
을 접목한 제품으로 투명성, 초전도성, 고선명, 내오염성, 적외선 차단 및 열적 성능 향상 등
기능성이 우수한 친환경 필름을 말함. 반도체, 자동차, 건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스크린, 에너지
변환, 의료 및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중
▪ 섬유용 코팅/필름은 환경문제로 산업 성장이 주춤했으나 환경친화코팅 개발과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에 의해 공급하므로,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 코팅 기술의 분류 ]
대분류

세분류

내용(범위)
· 기초기술 : 고분자 화학 및 물성, 유변학

코팅
일반

코팅액 배합
(formulation)
및 분산 기술

· 원료선정 : 모노머, 올리고머, 바인더, 용제, 피그먼트, 기타 첨가제
· 배합기술 : 특성조합 및 최적 배합 기술 등
· 분산기술 : 피그먼트 습윤, 분쇄 및 분산 안정화 기술
· 코팅헤드 : 사전계량 코팅, 사후계량코팅, 자유코팅

코팅 공정기술

· 건조기술 : 열풍건조, 적외선건조 등
· 경화기술 : 열경화, UV경화, EB경화
· 기공제어, 다기능 부여

습식
코팅

기능성 부여 기술

· 친환경 무용제 가공 기술
· 생산성 향상
· 기능성 향상

공정 제어 기술

· 다층 형성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부여
· 생산성 향상

건식
코팅

· 스퍼터링(DC, RF, MF 방식/Reactive Coating)
증착 기술

· 열증착, 전자선 증착
· 화학증착 기술(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라미네이션

막 제조기술
섬유와의 접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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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출, 연신, 전기방사, 필름 casting
· 기능물질 부여
· 용제형, 핫멜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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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관점
 기본 원료는 모노머, 수지, 용제, 첨가제 등의 전색제(vehicle)와 안료/염료 등이며, 기능성
코팅 소재로는 기능성 고분자, 기능성 세라믹, 형광제, 개시제, 중합금지제, 유기금속, 전도성
물질, 전자파 차폐재, 나노카본, 가소제, 단열, 내열, 방청, 방오, 난연 및 방염 첨가제,
기능성 첨가제 등으로 나누어짐
▪ 소재 분야에는 다양한 원료들에 대한 적합성 및 제어기술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종제품으로는
나노 코팅, 고기능 박막 코팅, 친환경 코팅, 에너지 절감형 코팅제품

① 나노 코팅(Nano Coating)
 섬유의 표면에 나노 금속을 증착하거나 나노 웹, 나노 입자 프린팅, 표면 그라프트 중합,
폴리머를 이용한 표면 개질, 기능성 부여 등 유무기물을 이용하여 섬유의 내구성 및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코팅 기술
▪ 섬유에서는 나노입자를 다양한 형태로 섬유에 도입하거나 전기방사 등을 이용하여 나노웹을
제조하여 의료용, 필터용, 기능성 아웃도어 등에 다양하게 사용됨
[ 전기방사를 이용한 의료용 기술 적용예 ]

 나노 코팅된 섬유는 흡한, 흡습, 투습·방수, 제전, 도전, 보온, 항균소취, 난연, 방충, 방오 등
다양한 물성을 부여할 수 있어서 태양전지, 분리막, 보호복, 필터, flexible 기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물리적 요소기술로는 자외선, 레이저, 저온플라즈마 등을 조사함으로써 표면형태의 개질을 하는
방법과 화학적 요소기술로 기능성폴리머, 천연고분자, 나노금속입자 등을 통해 반응기를 도입하여
표면을 활성화시키거나 분자제어에 의한 표면 코팅(폴리머코팅(유기), 졸-겔 축합(무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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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이 고도화, 다원화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나노코팅 소재 개발이
요구되어 다양한 외부환경에서도 미세 구조 및 물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신개념의
나노코팅소재 수요 증가가 기대됨

 증착, 스퍼터링 등에 의한 반응기의 부착이나 나노물질의 도입은 나노코팅의 주요 기술임.
▪

스퍼터링, 이온플레이팅 및 이온빔 증착은 좁은 의미로 물리증착(PVD, Physical Vapor
Deposition)이라 부르며 폐수나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공정이라는 장점이 있음

▪ 스퍼터링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증착 소재의 개발과 가공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재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
[ 나노코팅 기술의 적용 ]

② 고기능박막 코팅
 고기능성을 부여한 수지/필름 등으로 박막을 형성하여 마모, 화학, 불꽃, 박테리아, 열, UV,
방수, 발수, 방풍, 자기치유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섬유에 코팅하는 기술
 각종 섬유로 만들어진 직·편물 또는 부직포의 표면에 기능성 고분자 폴리머를 이용해 피막을
형성하거나 필름을 라미네이트하여 섬유 단독으로는 얻기 힘든 외관과 물성, 성능 등을 부여
환경문제 그리고 다기능화, 경량화, 고기능화 등의 문제들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선진국 등에서
이미 이슈화 되고 있는 친환경 및 에너지, 자원 분야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대부분의 기능성 코팅은 박막화, 경량화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심미적인 관점에서 박막화는
섬유 고유의 외관, 경량성과 flexible한 특징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가져옴.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섬유는 다양한 부분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최고의 수단이 되고
있음
▪ 인체 유해물질인 VOC 및 포름알데히드, 환경 호르몬 물질인 phthalate, alkyl phenol 첨가제 등을
최소화하고 잔류 모노머 등을 처리 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환경 기술이 필요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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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성 아웃도어 외에 산업용 열, 수분, 유해가스 감지 센서와
보호필름(protective film)등과 같은 간단한 것에서부터 전자기판, flexible 태양전지, 의료용
등과 같은 매우 정밀을 요하는 것까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성 코팅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
[ 기능성 박막 코팅 기술의 적용 ]

 최근에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초고기능의 섬유기재가 일반화됨에 따라 코팅, 함침,
라미네이팅에 의해 산업용, 자동차, 의료, 항공, 금속 및 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거나 기존 물질을 대체하고 있음
▪ 기능성 코팅섬유의 생산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문제는 유기용제의 사용에 따른 VOC 발생, 여러
첨가물질의 휘발 및 유해성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경화형, 수용성형,
핫멜트형 등의 기능성 코팅 소재 및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산업용 박막 코팅 기술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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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섬유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됨.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knife와 dry chamber를 이용한 코팅이나 라미네이팅이 가장 기본적은 방식이나 그 외에도
flame lamination, flatbed lamination, slot die lamination, roller coating, spray
coating, foam coating, sputtering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
▪ 이러한 기술들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Flame lamination 방식은 직물, 부직포, 종이 등을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 등과 같은 다양한
접착필름과 복합하여 불꽃에 의해 접착하는 것으로 유해물질의 배출이 없으나 대체로 Hot melt에
비행 에너지 소비가 많음. 주로 자동차용 시트 등에 많이 사용됨
▪ foam coating은 foam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진 foam 형태의 수지를 섬유에 코팅하는 방식으로
통기성, 난연성 등의 기능과 부드러운 터치감을 줄 수 있으며 waterbase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하여 환경 친화적인 가공이 가능함. 아직은 waterbase 방식이 기술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지므로
모바일 케이스, 기타 고내구성이 요구되지 않는 섬유제품 용도로 사용됨
[ Flame lamination ]

[ Foam coating ]

▪ Roller coating은 롤러 표면으로부터 적용물질의 layer가 섬유로 전이되는 방식으로 코팅되며
롤사이의 간격 변화에 의해 두께 조절이 가능하며 접착제의 사용량 조절이 용이함. 필요에 따라
slot die coating 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slot die lamination은 slot die로 필름층을 형성하므로
roller coating과 차별화 됨
[ Roller coa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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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ay coating은 로터리 디스크, 초음파, 고압, 에어 보조, 유압 스프레이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사용됨. 스프레이 코팅은 패딩에 비해 에너지, 케미컬의 소비가 적어 친환경적, 에너지
절감형 기술. 흔하게 사용되는 유압 스프레이 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스프레이 패턴을 중첩하면서
표면을 커버하는 것과 유량/밸브의 개별제어, 소량을 겹쳐서 분무하는 것, 표면 직접 분사방식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도나 화학적 안정성, 생산 공정의 변화 등이 필요
[ Spray coating ]

 코팅 공정을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정 개발이 필요
▪ 코팅 섬유 제품의 요구특성은 사용 용도에 따라 내후성, 전자기 특성, 항균소취,
광학특성 등 다양함

내마모성, 장식성,

▪ 이러한 특성에 맞도록 소재와 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이 주된 연구 테마이며 이들은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가능

④ 친환경 코팅가공 기술
 친환경 수지 및 Plasma/UV 등을 이용한 코팅 기술과 같이 환경유해물질의 배출이나 사용이
필요 없는 코팅기술
▪ Hot melt extrusion coating : 열가소성인 PU, 폴리올레핀, PVC 등의 입자를 2개 혹은 3개의
가열 롤러사이로 통과시키면서 용융시킨 후 필름상으로 직물상에 코팅하는 것으로 100%
용융고분자이므로 건조할 물이나 용제가 없어 생산속도가 빠르고 1회 코팅에 부여되는 수지량이
많음. 접착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slot die extruder도 사용이 가능함
▪ Flatbed 방식은 넓은 범위의 지지체에 파우더 또는 용융상태의 바인더를 이용하여 코팅이나
라미네이팅을 하는 방식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소비가 매우 적음. 방식에 따라 전기에 의해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거나 열에 의해 접착하기도 함
[ Flat bed lam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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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 경화형 코팅기술은 50% 이상이 전기/전자용으로 사용되며 5%는 자동차 부품용,
45%는 의료용 기구 및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어왔으며 섬유에서는 적용되는 예가 거의
없었음
▪ 최근 UV 경화형 수지에 의한 저온 경화기술이 사코팅, 필름 라미네이팅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UV 경화 코팅의 특징은 자외선 조사에 의해 짧은 시간에 경화시킬 수 있는 속경화성을 나타내며,
자동 도포가 용이하며, 세팅 시간이 짧다는 장점을 가짐

 UV 경화형 코팅 생산기업 대부분이 전기/전자 시장에 주력함에 따라 섬유 부분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없어 비교우위의 기술이 될 수 있음
▪ 섬유와 결합활 수 있는 기재가 다양하므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UV 경화형 코팅 공정에 대한
수요전망도 밝아지고 있음
▪ 유럽에서 휴대폰 유해물질 관련 환경규제를 강요하고 있어 UV 코팅 기업들은 환경안전성을
최우선시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UV 코팅은 용제가 함유돼 있어 환경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헨켈 등
글로벌 기업들은 100% 무용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Plasma/UV 처리 공정 모식도 ]

 친환경 이슈에 따른 각종 규제 및 신기술 요구에 따라 최근 고기능 복합성능 기능성 코팅가공
기술 분야 시장의 큰 성장이 기대 되고 있으나, 관련분야 핵심 기술 및 제품의 상당 부분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술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음
⑤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 기술로는 열차단 코팅 및 필름 개발, 온감, 냉감 제어 쾌적성
섬유제품, 광반응형 염료를 이용한 코팅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셀프클리닝과 같은 기능을
부여하여 자원 절감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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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기능성 제품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친환경과 에너지 절감 기능을 겸비한
특성이 요구됨
▪ 이러한 이유로 열차단 성분이 포함된 코팅 수지 또는 필름을 채용하거나 온감/냉감 성분이 포함된
입자나 캡슐을 코팅제에 혼입하여 가공함으로써 온도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음
▪ 산업용 부품의 경우는 섬유 기반의 복합재를 이용하여 우수한 내열성, 절연/비절연 성능을 가지며
경량화된 소재 부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열차단 필름은 자외선 및 적외선의 복사열을 차단하고, 겨울철의 난방, 여름철의 냉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의 필름
▪ 고성능의 열차단 제품은 기존의 자동차 등 유리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벗어나 의류, 커턴, 블라인드
등 섬유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⑥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섬유에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기술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고효율 설비이며, 코팅기에는
각종 부대설비들 예를 들면, 수지와 용제를 혼합하는 코팅 믹서기, 무진, 항온항습설비,
가공원단을 공급 이송하는 장치, 배기처리장치(집진, 용제 회수, 폐열 회수), 건조 후
가공기계(경화, 검단 및 포장) 등이 반드시 필요함
 코팅설비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서로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음. 아래 그림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Knife 코팅 설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계적인 공정인 원단을 권출하는 기계, 화학적인
공정인 코팅기 혹은 라미네이팅기, 열적인 공정인 건조기, 냉각기, 기계적인 공정인 원단
권취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구성은 제품의 응용범위와 소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전형적인 코팅 설비 라인 ]

▪ 나이프 시스템에서는 코팅수지를 나이프로 원단에 혹은 캐리어위에서 처리되는 것을 말하며
나이프에 맞대어 있는 장치에 의하여 롤러 나이프와 에어 나이프로 구분함. 나이프와 support
roller 사이의 간격을 통해 원단에 코팅하는데, 도포될 때 과량의 코팅수지는 스크랩되고 고점도
수지와 고중량의 제품생산에 적당하고 다양한 장비의 변화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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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강도가 높은 수지들은 코팅시 나이프 시스템의 날카로운 테두리로 인하여 문제점을 야기함.
그래서 콤마 바 시스템이 개발됨. 콤마 바 시스템은 다이내믹한 롤러에 고정 나이프를 혼합한
시스템임. 나이프의 디자인이 정교하다면 전단강도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콤마 바 나이프의
곡선(curve)은 원단에 수지가 깊숙이 침투하도록 되어있고 원단과 코팅수지사이의 접착력을 높이는
역할을 함
[ 나이프 시스템과 콤마 바 시스템 ]

▪ 파우더 코팅은 열가소성 코팅소재를 균일하게 뿌려주는 기술임. 이들은 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기술임. 이 시스템에서 코팅의 정확도는 5m 폭에는 ±2%정도로 도포량에 대한
재현성은 10~1000 g/㎡임. 특수목적을 위한 가공에 속함. 일반적인 예로 열가소성수지를 응용하여
심지, ABC 보호복용 카본파우더, 재귀반사제품의 유리비드를 코팅할 때 사용됨. 파우더 스캐터링의
요소는 코팅에서 회전속도에 의하거나 engraving에 의한 파우더의 양을 결정하는 engraving
roller로 구성됨. vibrating 스크린 대신에 니들롤러도 사용됨
▪ 핫멜트 설비는 달리 2개 혹은 최대 3개의 롤러로 되어있음. 열가소성플라스틱수지는 양쪽으로
예열된 롤러위에 놓고 녹게 함. 2개의 롤러 사이에 틈에서 필름이 형성되어 섬유 위의 nip roller에
의하여 코팅되고 냉각과 권취 공정을 거침. 3개의 롤러는 운송용, 응용롤러 그리고 making롤러임.
아주 정확한 코팅무게를 요구할 때 응용 롤러는 패턴이 있는 롤러로 대체됨. 일반적으로 도포량은
8~950 g/㎡ 임
[ 파우더 코팅과 핫멜트 코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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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코팅섬유의 공급망 관점의 기술범위 ]
대분류

요소기술

세부 기술
emulsion, 기능성 수지, 촉매, 가소제 대체재, 기능성 염안료, 기능성
유무기물

코팅/라미네이팅
소재

소재 및
공정기술

친환경 유기용제, 천연고분자, 분산제, 방오제, 가교제, 천연 증점제, 전도성
입자, 나노카본, 대전방지제, UV 경화제, 전자파 실드, 부착 증진제, VOC
Free
기능성 필름(투습, 항균, 제전, 생분해성, 차단, 단열, 필터 등)

기능성
박막 코팅
기술

환경기반
코팅 기술

기능성
코팅/라미네이팅
공정기술

lamination 공정기술(flame, flatbed, slot die),
coating 공정기술(roller, spray, foam
plasma, sputtering, multi functional coating/lamination tech.

고기능 박막
코팅기술

기능성 박막형성 기술, 박막 접착기술, 고기능 부여 기술
굴곡성능 및 경량화

나노코팅 기술

나노분산 기술, 나노웹 제조 기술, 표면처리 기술, 박막형성 기술,
기능성 부여(차폐, 항균, 제전 등) 기술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 기술

차열, 방열 가공기술, 냉‧온감 및 쾌적성 구현 기술, 셀프 클리닝 성능 부여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코팅기술

친환경 코팅 가공
기술

무용제 코팅 기술, 열가소성 수지 코팅 기술,
UV 경화형 코팅기술

고효율
코팅/라미네이팅
설비

melti head coating/lamination 설비
정밀도 및 생산성 향상기술

기능성 부여
application parts
개발

기존 설비에 차별화 기능 부여를 위한 application(UV, Plasma, 산업별
요구 성능 부여, 다기능성 등) 개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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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전방 및 후방 모두에 산업파급 효과가 큰 수준이며, 국내 기능성 코팅 섬유 기술은 세계 시장
환경이 친환경, 인체 친화적인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됨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후방산업과 기능성 코팅 섬유산업의 기술 개발 여부가 전방산업과 직결되는 위치에 있음
[ 기능성 코팅/섬유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기능성 코팅 섬유 산업

전방산업

나노, 모노머, 수지, 용제, 촉매,
경화제, 가소제, 충진제, 첨가제,
특수접착제, 중합기술, 배합기술,
증착기술, 접착기술, 경화기술, 부품
장비, 안료/염료, 전색제, 이형제,
유/무기 소재
수지 제조기술,

소재별, 용도별, 기능성 소재, 증착
기술, 친환경 코팅/필름, 물리화학적
코팅, 습/건식 코팅, 분체코팅, roll
코팅, Extrusion coating,
나이프코팅, 전도성 필름, 이형필름,
항균성필름, 생분해성필름,
경박단소화 필름, 다층복합필름, UV
차단필름, VOC Free, 침지코팅,
캐스트코팅

섬유 및 신발 산업, 자동차, 항공,
철도, 조선 등의 수송용 산업,
에너지, 전기/전자, 생활용품, 주택,
토목 및 건축재료, 군사 및 의료
시스템,

◎ 용도별 분류
 용도에 따른 제품 분류
▪ 스포츠/레저용 및 의류용
- 레인코트/방풍복 : 나일론 혹은 폴리에스테르 직물/편물에 아크릴, PU, PVC 또는 고무계의 수지
등을 코팅/라미네이팅 함으로서 외부의 바람 혹은 비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방수의 기능인
내수성을 가져야 하며 봉제 시 재봉선을 통한 누수를 막기 위해 심테이프를 접착
- 투습방수 소재 제품 : 투습/방수성이 있는 PTFE, PET, TPU와 같은 수지로 코팅 또는
라미네이팅함, 방법에 따라 미세 다공형과 친수무공형 타입으로 분류됨. Gore-tex가 대표적인
소재이며 최근에는 Nano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도 다수 있음
- 의류제품의 Interlining은 stiff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옷깃, 소매 등에 사용됨. 사용되는
소재들은 Hot-melt 접착제에 의해 접합이 되며, 이때 주로 사용되는 접착제는 폴리에틸렌,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계
- 응용제품으로는 신발 Uppers and linings, 인조피혁/백/벨트, 레인코트, Garment linings,
Backing/stiffeners, 장갑, 모자 등
▪ 보호복용
- Dupont에서 생산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스펀본드 부직포인 Tyvek은 산, 알칼리 등 화학약품에
높은 저항성이 있으며, Tyvek에 Saranex(Dow)필름을 라미네이팅한 내약품성 소재. Saranex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Saran(PVDC/PVC) 및 EVA/LDPE 공중합체의 3중 라미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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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복은 3중 라미네이트 구조로 외층은 아라미드, 중간층은 물 혹은 스팀을 막기 위한 소재,
내층은 아라미드와 같은 단열소재가 사용됨. 이때 중간층은 네오프렌 코팅 아라미드 직물 혹은
Gore-tex를 나일론에 라미네이팅하여 사용
- 용융금속을 다루는 곳에서 사용되는 방열방화복은 난연성의 면, 레이온, Zirpro 방염 양모,
산화아크릴 혹은 아라미드에 열 반사를 위해 알루미늄 코팅. Mylar(Dupont)와 같은 알루미늄화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라미네이팅하면 방사열의 약 9% 정도를 반사시킬 수 있음
- High Visibility 의류는 형광안료와 같은 photoluminescence 물질을 PVC 혹은 PU 수지에 넣어
transfer 기법에 의해 기포에 코팅하거나, 필름으로 라미네이팅. 또는 반사성 마이크로 프리즘을
수지와 배합하여 필름화(3M)
- 군용으로는 보호복, 덮개, 임시 구조물, inflatable 구명 재킷 등에 사용. 또한 위장막이나 화학전에
대비한 보호복, 심지어는 적을 유인하기 위한 inflatable 모형 항공기나 탱크 등에도 사용
- 제품으로는 안전장갑(Cut/slash 저항소재), 에이프런, 클린룸용 보호복, 화학/유해 보호복, 소방복,
용접복, 우주복, 안전화 등
[ 기능성 코팅섬유 제품 ]

▪ 농업용
-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직물을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압출 코팅하여 경량의 커버링을 생산.
폴리에틸렌 커버링은 PVC에 비해 가격이 낮고, 리사이클이 쉬우며, -40℃ 정도의 온도에서도
굴곡성이 좋으며, 매우 경량임. 또한 가소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tacky 성이 없음. 단점으로는
융점이 낮고, stiff하며, 원착을 제외하고는 염색하기가 어려움
- PU 코팅 경량 tarpaulin은 PVC보다 28%정도 가벼우며 열과 RF에 의해 접합도 가능하며, 저온
굴곡성 및 마찰 저항성도 좋음
- 제품으로는 비닐하우스용, 서리방지용, 농작물 덮개를 비롯한 Barn weather screens, Fabric
buildings, Floating covers, Fruit tree cover systems, Greenhouse fabrics, Harvest covers,
Haystack covers, Livestock shades, Potato covers, Silage bags, Silage covers, Sugar beet
covers, Tank covers, Tarpaulins, Weed control fabrics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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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용
- 고중량 화물차량(HGV)에는 tarpaulin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고강도 폴리에스테르 혹은
나일론에 PVC로 코팅. 고품질을 위해서는 광택을 내기 위해 tarpaulin에 아크릴 혹은 PU 수지로
락카 도포를 함, 이는 자외선 내구성 및 마모 내구성을 개선하고, 가소제의 이행을 막아
표면오염을 방지하며 열과 RF에 의해 접착강도, 내 굴곡성, 저온균열, 난연성, 방수성, 인장 및
인열 강도, 온도와 습도에 따른 형태안정성을 높여줌
- 자동차 산업은 산업용 섬유의 가장 큰 시장으로 자동차 한 대당 2kg 정도의 섬유류가 사용됨.
이들 섬유 대부분은 코팅 혹은 라미네이팅 등에 의해 복합화 되어 시트커버, 도어판넬, 헤드라이너,
호스, 벨트, 타이어 등으로 사용
- 시트커버 혹은 인테리어의 상당부분은 직물, 천연 및 인공피혁 혹은 고분자 필름으로 덮여있고
마모, 일광 및 자외선에 대한 최고의 내구성이 요구됨. 차량 내부는 극한조건에서의 온습도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필요
- 시트용 직물은 PU foam에 라미네이팅 되며 반대 측에는 scrim 직물이 라미네이팅 된 3-layer
구조를 가짐. PU 라미네이팅은 소프트한 촉감을 부여하며 주름방지, Scrim 직물은 라미네이트
제품의 신장률을 조절하고 봉제선의 강도를 개선하며, 또한 재단 시 slide-aid로서의 작용도 있음.
전체 3중 라미네이트의 마모강도 및 난연성을 개선하기 위해 back 코팅을 하기도 함. 직물의
소프트함과 유연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함
- 난연성의 시험은 미국의 연방자동차안전규격(FMVSS302)에 규정된 수평시험법의 연소 속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난연제로는 안티몬/브롬계를 주로 사용하며 코팅액에 첨가하여 부여함
- 도어 casing에 사용되는 직물의 경우 자동차 내 다른 부분과 RF 접착을 강하게 하기 위해 PVC
라텍스로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자동차 헤드라이너는 7종 혹은 그 이상의 다중 적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각 층은 미적인 요소,
방음, 진동 흡수 혹은 형태부여 등의 각각의 목적이 있음
- 에어백용 직물은 폭발시의 압력과 열을 견디어야함. 주로 나일론 66에 실리콘 코팅을 함. 실리콘
코팅은 장기간에 걸친 자외선 및 열에 대한 안전성이 높으며 낮은 사용량에도 양호한 성능을
나타내며, 용제를 사용하지 않은 100% 실리콘 수지를 knife 코팅에 의해 부여함
- 제품으로는 자동차용, 트럭, 항공기, 고속전철용 시트/trim, Hoses/Belts, Tires, Headlining,
Carpeting, Airbag, Truck covers 등
▪

스포츠용
- 열기구 및 비행선 : 열기구는 30,000ft 상공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영하 60℃의 온도와 자외선에
잘 견뎌야 함. 또한 제트기류에 들어갈 경우 200노트 정도의 속도에 달할 수도 있음 헬륨은
공기보다 분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밀폐가 훨씬 어렵고 고가의 기체이기 때문에 누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코팅에 유의해야 함. Cameron Balloon's Hyperlast 직물은 Dupont의 나일론66 고밀도
직물에 양면을 실리콘탄성체로 코팅. 실리콘 코팅은 PU보다 내구성이 높으며 인열강도도 큼
- 해양스포츠용 안전 기구로는 구명튜브, 구명재킷 등이 있는데 이는 나일론 직물을 고무 혹은 PU로
코팅. Sail cloth로서 갖추어야할 조건으로는 경량성, 형태안정성, 인열강도, 재봉선의 강도, 기밀성,
낮은 흡수력, 미생물 및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 등임. 나일론 혹은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라미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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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으로는 Banners, Boat covers, Caravan covers, Event decks, Fence netting, Fence
tarpaulins, Field covers, Garden furniture covers, Pool covers, Portable stands netting,
Shade nets, Sport equipment covers, Stage netting, Tennis court wind screens, Tent
bags, Tent ground sheets 등
▪ 토목, 건축용
- PTFE 코팅은 높은 온도가 필요하거나 들어붙지 않는(non-sticky) 성질이 필요한 경우, 식품공업,
라미네이팅 칼렌더 등에 사용. 내열성과 높은 인장강도 및 형태안정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포로서
유리섬유나 Kevlar를 사용. 유리섬유는 열전도도가 좋으며 Kevlar는 내구성이 뛰어남
- 코팅은 PTFE 45~50%의 수계 분산액에 기포를 수회 dipping하여 행함. 매회 코팅마다
85~95℃에서 건조하고 400℃정도의 온도에서 PTFE를 합착시킴. 유리섬유를 PTFE로 코팅한 경우
유리섬유나 PTFE는 모두 약품에 대한 내구성이 높고 자외선에 대해서는 매우 큰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대폭 향상됨. 유리섬유나 PTFE 모두 자체로서 뛰어난 난연성을 가짐
- 제품으로는 안전 펜스, 방풍커버, Concrete curing, 안전조끼, Hoses, Conveyer Belting,
Drainage ditches, 건축구조물 등
[ 토목, 건축용 사용 사례 ]

▪ 의료용
- 수술용 가운은 미생물과 피가 통과해서는 안되며 동시에 편안함도 유지해야 함.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용 보호복의 80%가 일회용 부직포로 생산됨. Dupont의 Sontarna나 Kimberly-Clark의
부직포 라미네이트가 대표적. 부직포의 외측은 발수성을 위해 불소화합물로 처리하며, 완전한
단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필름 혹은 투습방수필름을 라미네이트함.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 복에
난연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공기 중에 산소의 함량이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요실금 환자의 침대 커버로는 PU를 transfer 코팅한 나일론 니트가 사용
- 제품으로는 Barrier materials, Implants, Bandages, Prosthetic devices, 위생장갑, Upholstery,
Body bags 등
▪ 산업용
- 컨베이어벨트의 기본요건은 힘을 전달하고 하중을 견디기 위한 적절한 강도, 회전에 필요한 굴곡성,
그리고 낮은 신장성과 높은 형태안정성임. 컨베이어 벨트용 원사는 일반적으로 평직 혹은 옥스퍼드
조직으로 되어있으며 신장율이 나일론보다 크게 낮은 폴리에스테르는 경사, 충격 및 인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나일론은 위사로 사용됨. 매우 높은 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steel cord나 Kevlar를
사용함. 코팅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고무 혹은 난연성이 높은 PVC를 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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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FE 코팅 벨트는 내열성과 높은 인장강도 및 형태안정성이 필요할 경우 혹은 들어붙지
않는(non-sticky) 성질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며 더 높은 온도에서는 유리섬유나 Kevlar를
사용함. 유리섬유는 열전도도가 좋으며 Kevlar는 내구성이 뛰어남
- 프린트용 blanket은 코팅물 중 가장 복잡하고 가격이 높음. Blanket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으로 다양한
용제에 대해 내구성이 있으며 팽윤도 되지 않아야 하며, 형태안정성이 있고 탄성이 있어야하고,
균일한 두께와 표면의 평탄성이 필요함. 주로 저수축, 고강도의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며 고무를
코팅. 일반적으로 3개의 코팅물을 라미네이트한 3중 구조로 되어 있음. 상층부는 평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니트릴고무 코팅, 중간층은 네오프랜
고무로 코팅함. 코팅 시 용제는 propanone, butanone 및 MEK와 같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며,
서서히 균일하게 건조함으로서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고, 기공의 생성도 막을 수 있음
- 제품으로는 Conveyor belts, Filtration, Barrier materials, Field covers, Abrasive backing,
Mechanical rubber goods 등
▪ 가정용
- 카펫의 코팅은 파일을 고정하고, 충격과 소음을 단전하며, 내수성을 부여함. 코팅층은 2~6mm의
높이로 부여하게 되는데, 이송 시 주름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탄성을 가져야 함. 사무실이나
호텔에서 사용할 경우 대전방지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카펫 표면에 대전방지제 후처리를 하거나,
수지에 카본블랙을 첨가하는 방법, Negastat 혹은 Resistat(BASF)와 같은 도전성 섬유를 파일에
병용하는 방법 등.
- 제품으로는 가구용, 매트리스, Duvet, pillowcase, 샤워커튼, 커튼라이닝, black out 커튼,
롤러블라인드, 버티컬블라인드, 앞치마, 식탁보 등
▪ 포장용
- FIBC의 경우 건조된 모든 종류의 상품 및 분말의 수송에 이용되는 컨테이너로 최고 1.5ton까지
담을 수 있음. 대부분 폴리프로필렌 혹은 테이프사로 제직된 후 폴리프로필렌으로 코팅하며 자체
무게는 2.3~4.6kg에 불과함. 건조된 분말을 채우거나 비울 때 스파크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어
직물에 금속사 혹은 Dupont의 Negastat와 같은 도전사를 도입함
- Sack은 주로 폴리프로필렌 테이프사로 제직한 후 용융 폴리프로필렌으로 extruder 코팅한
원단으로 제조
- Bulk liquid container(Flexitank)는 폴리에스테르를 PVC 혹은 PVC/PU 혼합물로 코팅함. 큰 것은
26,500 liter 까지 담을 수 있으며 주로 윤활유, 식수, 심지어는 wine 등의 운송에까지 사용됨.
Flexitank의 장점은 사용 후 접었을 때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음. 항공기나 탱크와 같은 군사용
차량에 있어서 연료탱크로서도 이용이 가능함
- 제품으로는 벌크 컨테이너, 하우스 랩, Lumber Wrap, Gas holding, Barrier packaging, 액체
벌크저장/hauling 방수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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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산업의 특징
 코팅섬유 산업은, 소재적 측면에서는 섬유기재는 섬유 산업, 수지와 같은 케미컬은 화학 산업,
코팅기계는 기계 및 금속산업의 범위에 속해 있고, 용도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섬유 산업과
강화 복합소재로 사용되며 사용 분야에 따라 자동차 등 수송용, 토목/건축, 포장, 기계, 전자
산업 등으로 다양함. 따라서 기능성 코팅 섬유는 섬유기재에 다양한 종류의 수지를 코팅 혹은
라미네이팅 함으로써 소재로서의 기능성을 향상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갖고 있음
 코팅섬유 산업은 후방산업으로 섬유소재 혹은 화학소재 산업을, 전방산업으로는 웨어러블
전기전자, 수송기기, 에너지 환경 등 섬유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활용됨. 관련
산업이 전, 후방산업에 미치는 기여도 및 비중은 용도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제조방법에 따라 좌우되는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중요성은 확대됨
 후방 산업에 속하는 모노머, 고분자, 기능성 코팅/필름의 원료, 합성/배합기술 등은 기술
종속성이 크고 기술도입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국산화 잠재력이 큰 분야이며, 타산업과의
융복합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대외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임
 전방산업 중 하나인 의류에 있어서는 최근 기능성 필름의 개발과 라미네이팅 기술이 결합하여
스포츠용 제품의 고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스포츠웨어
제품 중에서 산업적 특성은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 스포츠웨어 제품의
시장경기가 직접적으로 당해산업의 시장규모, 경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침
 코팅섬유 관련 산업은 전반적으로 의류 브랜드업체를 중심으로 직물의 염색가공업체, 심실링
제조업체, 라미네이팅 업체 등의 공급업체로 되어 있고 일단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비교적 안정적인 납품이 지속됨. 그러나 처음 코팅제품을 납품하기 까지는 의류 브랜드들로
부터의 매우 까다로운 성능시험과 형태 그리고 가격조건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요구됨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능성 코팅섬유는 다양한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섬유기재 위에서 코팅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기전자, 기계, 금속, 세라믹 등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성이 매우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전후방산업 동향
 전방산업은 섬유 및 신발산업, 생활용품, 자동차, 우주/항공, 조선, 철도 등의 수송용,
전기/전자, 의료용, 국방, 주택, 건축/토목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중견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재 및 부품 산업 분야에서 제품 상용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형태
▪ 전 세계 기능성 코팅 직물 관련 시장은 2018년 233억 3천만 달러에서 2023년 291억 4천만
달러로 연평균 4.0%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Global Forecast to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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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기능성 코팅 직물 관련 시장 동향 ]

* 출처 : Marketandmarket, Global Forecast to 2023

▪ 고분자, 고무 및 직물벽지, 운송, 방호복, 산업용, 차양, 지붕 및 캐노피, 가구 및 좌석 등의
분야에서만 예상시장이며 전기전자 등의 시장을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
▪ APAC 지역이 기능성 코팅 섬유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코팅 된 직물 시장의 주요 업체는 Continental AG(독일), Spradling International(미국),
Seaman(미국), Saint-Gobain SA(프랑스), Trelleborg AB(스웨덴), Sioen Industries NV
(벨기에), Serge Ferrari Group(프랑스), Low & Bonar Plc(영국), OMNOVO
Solutions(미국)


Grand View Research에 의하면 고기능성 필름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5년 326억
달러였으며, 전기전자, 건설, 자동차, 장식용 인테리어, 내구성 포장재 등의 수요증가로 Barrier
film 등을 중심으로 향후 8년간 연평균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일본 후지경제에서 “2013 내열, 투명 필름/시트와 코팅재의 용도 탐색”에서 2011년의 FPD용 필름
시장은 2,370억 엔, PET 필름은 1,404억 엔, 도광판용 PMMA 시트는 504억 엔, 세계적인 경기
저하와 LCD 공급과잉에 의해 2010년 이전에 비해 성장은 둔화되고 있음
▪ 폴리에스테르는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향후 8 년간 연평균 6.5 %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폴리아미드 및 나일론 계열 필름은 우수한 열 안정성과 유연성으로 인해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제품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생분해성에 대한 수요 증가
▪ 배리어 필름은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6.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반도체 절연체
및 태양 광 발전 필름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이러한 필름은 제약용 패키징 및 식품 가공 산업에
사용되며 향후 8 년 동안 수요를 촉진, 미세 다공성 및 안전 및 보안 필름은 내구성 전자 제품의
라미네이션 및 섬유산업에서의 수요 증가로 인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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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투자 및 건설 산업의 급성장은 예측 기간 동안
특수 필름 및 고성능 필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은 자동차 애프터
마켓 및 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함. 이 지역의 가공 식품 및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대규모
원재료 공급 업체의 출현과 우호적인 정부로 인해 이 지역의 산업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 시장의 주요 업체는 The Dow Chemical Company, E. I. du Pont de Nemours, Bayer AG,
Bemis Company, Evonik Industries, Honeywell International, Eastman Chemical Company,
Sealed Air 및 The 3M Company

 후방산업은 수지, 모노머, 첨가제 등의 정밀화학 소재 분야와 제품 제조를 위한 배합/합성
기술, 코팅/필름 기술과 경화기술 및 부품 장비 분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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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전 후방 산업 시장 성장에 따라 기능성 코팅 섬유 산업은 향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 세계적으로 헬스 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강화시키는
기조,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높은 공산품 소비증가로 향후 기능성 코팅
섬유 시장의 성장이 전망

 세계 기능성 코팅 시장은 2018년 239억 2천 3백만 달러 규모에서 2023년 291억 6백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4.0%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세계 기능성 코팅 섬유 산업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세계시장

23,093

23,923

24,880

25,875

26,910

27,987

29,106

’17~’23
CAGR
4.0

* 출처 : Coated Fabrics Market by Product and Region - Global Forecast to 2023

 높아진 안전 기준과 수송 수단 부품의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기능성 코팅 섬유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 할 것으로 전망
 수송 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능성 의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기능성 코팅 섬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국, 브라질, 인도와 같이 대표적인 경제 성장국이 세계 기능성 코팅 시장 주도
▪ 세계 열전달물질 시장은 2015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46.2%, 북미 시장이 23.2%, 유럽
시장이 20.6%를 차지

 코팅 섬유 해외 주요 업체로는 Saint-Gobain SA, Sioen Industies, Seaman, Trelleborg
AB, Low & bonar PLC, Takata Coporation, Serge Ferrari Group, Omnovo Solution,
SRF Limited, Spradling International, ROYAL TENCATE N.V, DUPONT, TORAY
INDUSTRIES, TEIJIN 등 존재
 ’18년 7월 Trelleborg사는 미국의 Laminating Coating Technologies를 인수
▪Lamcotex사는 PU 코팅 섬유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항공 우주, 헬스케어 & 메디컬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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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2월 Serge Ferrari사는 Soltis Lounge 96 콜렉션을 발표하며 차세대 아웃도어 섬유
제품 출시
▪Soltis Lounge 콜렉션은 태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코팅 소재로 제작된 차세대 아웃도어 상품

 미국의 첨단 섬유업체인 Spradling International사는 ’17년 8월에 첨단 섬유 제작 기계로만
구성된 High-Tech 공장을 세워 제품 수익성 개선과 코스타리카 지역사회에 기여

(2) 국내시장
 국내 코팅 섬유 시장은 ’17년 9,559억 원에서 연평균 2.9% 성장하여 ’23년 1조 1,335억
원 규모로 성장
▪ 국내 기능성 코팅 시장은 자동차 내장재 시장이 약 40%의 점유율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자동차 부품의 고급화로 인해 자동차 산업에서의 성장은 유망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건축 내장재 시장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
▪ 국내 평균 소득 수준 증가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스포츠, 등산, 캠핑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기능성 코팅 섬유의 소비 시장 수요가 증가

[ 국내 기능성 코팅 섬유 산업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시장

9,559

9,835

10,118

10,409

10,709

11,017

11,335

’17~’23
CAGR
2.9

* 출처 : Coated Fabric Market, MarketandMarkets 재구성, 2017

 국내 기능성 코팅 섬유의 주요 업체로는 코오롱글로텍, 두올, 벤텍스, 미광다이텍 등이 존재
 국내 건식코팅 제품으로는 유기용 체형 일반 건식코팅 기술을 위주로 한 제품이 전체 의류용
코팅 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 최근 단 분자량의 수계 에멀젼형 폴리머를 사용한
박막코팅용 저 내구성 제품이 출시되는 추세
▪ 의류, 합성피혁용 습식코팅 제품이 국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기용제의 작업환경
문제, 대기오염 문제, 화제 위험성, 가공 시 잔류되는 유기 용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국내 라미네이팅 제품은 유럽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며, 유기용제를 사용한 필름
Formation 이나 접착 등으로 습식, 건식코팅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 저해 현생이 발생,
방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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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 특수 기능성 코팅 섬유
 기능성 코팅 섬유는 소재의 고기능화, 타산업으로의 용도 확장을 위한 혁신기술개발,
가격절감 기술의 개발 요구
▪ UV 코팅은 열 경화에 비해 생산속도 향상, 에너지 절감 등의 장점뿐 아니라 염색이 불가능한
소재에 대해 코팅에 의해 색상을 부여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코팅시
사용되는 용제에 의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여러 가지 장점으로 여러
분야에서 매년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건식코팅 기술은 플라즈마/UV 기술 및 나노코팅 기술 등을 이용하여 용제기반의 제품에 대한
대체기술로 활용하고 저비용, 경량화, 전기전도성, 친환경, 다양한 환경에서의 저항성이 우수한
스마트 코팅이라는 신 개념의 원천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로 발전
- 자연에서의 동식물의 모양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자연모사 연구가 있으며 자연모사 연구는
마이크로/나노 하이브리드 계층 구조로 발전하여 저마찰 코팅은 물론 코팅 및 표면 개질을 통해
발수 및 친수, 자체청정, 내지문성, 방열성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
▪ 습식코팅 기술은 기존의 유기용제의 유해성을 해소하기 위한 형태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예를 들면 메조포르스 물질에 나노 파티클을 초음파를 이용하여 코팅함으로써 항균, 자기성, 절연성
등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촉매, 광학, 화장품용 등으로 응용이 가능한 기술
▪ 전도성 물질을 부직포위에 패터닝함으로써 액체, 물리적, 열적 저항력 등을 가지는 플랙시블한
회로보드나 직물센서로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
▪ 기능성 필름으로는 기존에 독보적인 기술로 알려진 Du-Pont의 ePEFE 필름인 Gore-tex가 유해성
논란이 일어남에 따라 그 대안으로 Nano film이 기존의 단점인 강도, 박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SMP(shape memory polymer) 기술을 이용한 미쯔비시(일본)의
DiAPLEX 기술이 알려져 있음
▪ 수송용 산업 분야는 경량화를 위해 섬유를 수지에 함침 시키거나 코팅하는 방법으로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높은 신뢰성 구현을 위해 고강도, 신뢰성 소재가 활용중이며 내장재 및 금속
기재의 대체를 위한 신규 기술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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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코팅 기술 ]

◎ 경쟁력과 원천 소재 기술 확보 노력
 기능성 코팅섬유 분야에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이며 고기능성을 가지는 기술들에 대하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원천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차별화된 성능을 통해 고객의 품질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
▪ 국제 정세에 부합하는 친환경 코팅가공 기술개발 및 확보 필요성
▪ 기능성 코팅 섬유기술을 이용한 타산업과의 융합제품 개발 확대
▪ 기능성 소재의 품질 표준화 및 품질 인증 시스템
▪ 지속적인 R&D 사업 추진 필요성과 전문 인력양성 사업 필요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속적 개발 노력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친환경 기술 기반의 코팅 기술
 코팅기술의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건식, 습식 코팅과정에서 사용되는 MEK(메틸에틸케톤),
Toluene, DMF(디메틸포름아마이드), alcohol류 와 같은 유기용제를 다량 사용함에 따른 작업
환경 문제, 대기오염 문제, 화제 위험성, 가공시 잔류하는 유기 용제에 의한 인체 유해성이 대두
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대기오염원인 VOC 배출량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환경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
▪ 강화되고 있는 온난화 관련 규제 및 환경오염 관련 환경규제 대응 필요성
▪ 유럽의 REACH 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가 및 제한에 관한 이사회 규칙”으로서 기존
농약과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 화학품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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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코팅기술 개발 현황 ]
연대별

기술개발 현황

1980년대

·
·
·
·
·

1970년대 말 Gore-Tex개발(미국)
1970년대 말 습식 Entrant 개발(일본)
Sympatex 개발(친수 PES laminating)
아미노변성 PU제품개발
건식다공, 친수무공형 개발

1990년대

·
·
·
·
·

형상기억 PU 응용제품 개발(일본)
축열, 보온, 초감성, 쾌적제품
Silent 코팅류
라미네이팅 제품 성숙기
기능성 건식코팅 성장, 성숙기

2000년대

·
·
·
·
·

용제형 코팅 라미네이팅 제품 감소
Water Bone type 성장기
TPE타입, Hot Melt Type 성장기
High Solid Type PU 폴리머 코팅도입
나노웹에 의한 코팅방법개발

최근

·
·
·
·
·
·

Plasma/UV 기술을 이용한 영구 난연 섬유
3D coating 제품
waterbase Two-component PU
PVC Recycling 기술
초음파를 이용한 나노코팅
전도성 부직포를 이용한 Tex PCB

 기능성 코팅 섬유는 다양한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적인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기존
시장의 확대 및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를 가지며, 에너지 절감, 친환경 기술의 개발이
시장에서의 요구되고 있음
▪ 향후 기능성 코팅섬유 산업은 기술적으로는 고기능화, 다기능화 및 환경 친화가 추구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
▪ 최근 친환경 기능성 코팅 섬유 소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래의 용제 사용의 습식코팅에서
수성형과 물과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무용제형, 건식 코팅 등의 상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 기술개발트렌드
 코팅기술의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건식, 습식 코팅과정에서 사용되는 MEK(Methyl Ethyl
Ketone), Toluene, DMF(Dimethylformamide), alcohol류 와 같은 유기용제를 다량
사용함에 따른 작업 환경 문제, 대기오염 문제, 화제 위험성, 가공시 잔류하는 유기 용제에
의한 인체 유해성이 대두 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대기오염원인 VOC 배출량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환경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
▪ 강화되고 있는 온난화 관련 규제 및 환경오염 관련 환경규제 대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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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코팅/라미네이팅을 위하여 유/무기 소재, 모노머, 수지, 용제, 촉매, 경화제, 첨가제 등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합하여 제조하며, 그 자체가 최종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기도
하지만 최종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보조재 혹은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기능성 코팅섬유도
최종 제품의 다양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량/개발
 섬유에 사용되는 기능성 코팅/필름은 성분별, 경화방법별, 형태별, 사용조건별, 용도별 및
기능별 등으로 구분되어 다양하게 생산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공급과
기술서비스까지 요구되고 있음
 발수/발유와 내스크래치, 내오염성, 내지문성, 항균성, 고경도, 저/고 굴절율 등의 표면
기능성을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을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기술의 요구가 많아짐
 기능성 코팅 섬유는 다양한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적인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기존
시장의 확대 및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를 가지며, 에너지 절감, 친환경 기술의 개발이
시장에서의 요구되고 있음

◎ 기술환경분석
 기능성 코팅섬유 산업은 기능성 섬유로써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하므로 전/후방 산업을 연계시키는 매우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함
 섬유와의 상용성, 소재로서의 기능성, 접합강도의 재현성, 경화시간, 내열성의 한계, 내구성,
경량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섬유소재의 선정과 함께 코팅소재의 선정이나
코팅/라미네이팅 공정기술은 어떤 다른 수단보다도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코팅 섬유소재의 시장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임
 국내 기능성 코팅섬유 시장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업체에 따른
기술격차도 큰 편이며 주로 의류 중심으로 구성되어 산업용 시장이 확대될 경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경쟁력 확보 가능
 기능성 코팅 섬유의 다양성과 고기능화를 통한 기술, 공정 및 환경 개선과 더 나아가 섬유를
활용한 경량화는 국내 타산업 분야인 수송(자동차, 항공, 철도, 조선 등), 전자 분야 등에서
고 효율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룩하는 큰 수단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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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미국, 유럽(독일, 영국), 일본 등이 주도,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을 위한 코팅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중이며, 다양한 서비스 시장 확대 전망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기술이 고가의 기능성 코팅/필름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
보유업체가 원 소재 기술도 동시 보유한 경우가 많아 시장 선점에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주요 국가별로 소비재, 전자, 자동차, 의료, 우주/항공 분야 등으로 활용범위 확대 중이며, 새로운
분야의 기능성 원천기술 개발에도 집중

 최근에는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되는 multi-functional
코팅 필름에 대한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친환경, 고기능성 제품 개발이 늘어나는
추세
▪ MTIX(영국)는 새로운 대기압 플라즈마/UV 기술을 이용하여 Padding이나 back coating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내구성이 우수한 난연 섬유를 개발
▪ ICAP-SIRA Chemicals and Polymers s.p.a(이태리)는 섬유 및 부직포 코팅 및 점착분야의
화학제품제조 업체로 저점도의 NCO-ended PU prepolymer와 polyol compound를 이용하여
유기 용제나 VOC를 배출하지 않으며 에너지 소비도 낮은 코팅법을 개발
▪ KLEBCHEMIE(독일)은 코팅용 접착제 회사로 섬유의 라미네이팅 작업에 필요한 메디컬, 가구, 내의,
건축, 기능성 의류용 등에 사용하는 특수 용도의 PUR hotmelts 접착제를 개발
▪ DAIKIN(일본)은 fluorocarbon free의 우수한 발수, 발유 성능을 가지는 기능성 제품

개발

▪ BALDWIN(미국)은 섬유, 인쇄용 자동화 장비업체로 스프레이 코팅 설비에 있어서 개별 조절,
오버랩 스프레이 패턴조절, 소량 스프레이, 다이렉트 입자전송 기술 등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코팅성능을 나타내는 기술을 선보임
▪ Norafin Industries(독일)은 부직포를 이용한 보호복, 메디컬, 복합재료, 필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전도성 부직포와 polymer film를 이용한 Tex PCB를 개발하고 있음
▪ Coatema(독일)는 코팅, 프린팅, 라미네이팅 설비 전문 업체로 스마트 텍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직물, 편물, 사(絲)에 대면적 전자인쇄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를 개발 중임
▪ JX Nippon ANCISAS(일본)은 부직포의 배향을 변화시켜 적층한 후 라미네이팅 함으로써 매우
가볍고 얇아 지붕 복합재, 도로 하부재, 특수 테입, 자동차용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 제품 개발
▪ FILK(독일)-Centexbel(벨기에)는 REACH, OEKOTEX standard 100 등 친환경 고기능성 코팅을
위한 다양한 기능성 PU 수지를 개발 중임. High solids, waterbased UV-system, waterbased
PU coating, 난연성 등 다양한 성능의 제품,
▪ Centexbel(벨기에)은 유독가스, 기계적 충격, 온도, UV, chemical, health marameters 등을
감지할 수 있는 responsive coating을 개발하여 각종 건축 구조물, 막재, 가스감지 센서 등에 적용
▪ ICL-IP(이스라엘)는 합섬과 면의 교직물에 사용가능한 친환경 난연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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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pler(미국)는 Butyl 직물과 다층 라미네이팅 필름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불침투성 보호복 개발
▪

Klieverik(네덜란드)는 기존의 flame bonding에서 발생되는 연기, VOC 문제, flat bed
lamination에서의 고에너지, 저생산성, slot dye lamination에서의 inflexible, 높은 가격, roller
coating에서의 imflexible, spray lamination에서의 부정확성과 inflexible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drum calender 방식의 환경 친화적인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개발
- 주 사용용도는 시트커버, 필터, 헤드라이너, 소음저감, 카펫, 차량 중량 저감 등임

▪ 투습발수용 멤브레인 제조기술은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불소계 수지필름인 gore-tex, 광범위한 온도의 변화에도 견디며 굳어져서 파열되는 것도 없어
내구성이 아주 뛰어난 DuPont사의 Hypalon, 무공질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으로써 원단에 접착시켜
사용하는 방수 투습 소재인 SYMPA-TAX, 일본의 일동전공이 개발한 Micro-Tex, 일본 Toray의
우레탄계 수지와 불소계 수지가 3:1정도로 배합한 Entrant 등이 있음

(2) 국내 플레이어 동향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부족하지만, 수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성장 잠재력 보유하고 있음
▪ 규제 대응 및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함
▪ 최근 코팅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코팅섬유 제품은 Nylon이 주가 되어있으며 PET가 그 뒤를 잇고
있음. 최근에는 산업용 시장의 성장과 전방산업의 확대로 유리섬유,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 국내 코팅 제품의 생산량은 연각 1억 yds 정도로 그 중 약 30% 정도는
투습방수 제품
▪ 습식 코팅 기술은 DMF 등의 유기용제에 의한 환경문제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으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일본, 대만 및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차후 예상되는 환경규제를
예상하면 이러한 습식 코팅 기술을 대체할 기술의 개발이 시급
▪ 비에스지는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의 선도기업으로 meditex, INVEX 등의 브랜드로 기능성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수지합성에서 필름 제조, 라미네이팅 가공까지 수행하는 전문기업임. 차별화 기술
분야로 군용, 의료용 관련 기술 보유
▪ 벤텍스는 다양한 기능성 제품군을 가진 기능성 의류 전문업체로 라미네이팅,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편의성이 우수한 제품 개발
▪ 알켄즈는 PVC사코팅을 이용한 선스크린용 원단을 주요 품목으로 하며 방염, 친환경 인증을 통해
국제적인 규격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소포스는 고내열성 코팅기술을 이용한 용접복, 소방복 등의 안전복과 UV 사코팅을 이용하여 염색이
불가능한 무기섬유에 대해 착색기술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전문기업
▪ 아진 일렉트론은 전도성 섬유 전문업체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 차폐기술과 전도성을
이용하여 기능성 의류 외에도 모바일, 의료기기, 자동차 시트, 게임기, 스포츠 센서기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세계 굴지의 삼성, LG, 3M 등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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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엠시는 에폭시 코팅으로 탄소섬유 원단의 성형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2015 부산국제산업용섬유
소재 전시회’에 참가해 뛰어난 산업용 직물섬유를 선보인 적이 있으며, 슈퍼섬유인 탄소섬유는
물론, 아라미드 섬유, 유리섬유 및 고강력 PE섬유로 하이브리드 직물과 UD직물 같은 고강도,
고탄성, 고내열이 뛰어난 산업용 섬유직물을 생산함
- 당사에서 생산하는 슈퍼섬유인 탄소섬유는 인장강도가 강철보다 10배나 강하고, 중량이 1/5에
불과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
▪ 윈코는 유리섬유로 만든 매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유리섬유로 만든 자동차 천장재(Headliner)용
소재를 개발하면서,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던 자재의 국산화에 성공함
▪ 영풍화성은 기능성 섬유 코팅전문업체로 재귀반사, 자가복원, 차열코팅 등 차별화된 기능성
코팅기술을 보유한 기업
▪ 득금티앤씨는 코팅, 라미네이팅 전문업체로 자체브랜드로 기능성 원단을 조제 판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코팅설비와 수지 제조 기술로 뛰어난 품질경쟁력을 가진 업체
▪ 에프티이앤이는 나노 필름을 대량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주로 기능성 의류, 필터류, 메디컬용,
전자용 등으로 다양하게 제품개발을 진행 중임
▪ 톱텍은 국내에 나노 필름 양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노관련 사업으로는 나노설비, 분리막,
아웃도어, EMI 차폐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와
전자소재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
▪ 벤트윈은 친환경 고분자 소재인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TPU 제품은
독성이 전혀 검출되지 않으면서 내구성, 내마모성, 내굴곡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자동차 내장재,
선박, 의료용 매트, 스포츠 용품, 텐트, 애드벌룬, 보호필름 및 일상생활 속 모든 다양한 분야에
적용 중. 품목은 다르나 TPU 필름/시트 제조업체로 한국유화, 기명TPU 등 다수가 있음
▪ 타이가는 국내 최고의 막구조 전문업체로 막구조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이중공기막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코오롱패션머티리얼는 국내 최초의 기능성 코팅제품인 하이포라를 개발한 업체로 탄탄한 기술과
영업력으로 코팅, 라미네이팅 제품 개발을 진행

 국내의 PU 수지 생산업체는 약 10여개사 정도로 조사되고 있으며, 일반 PU 수지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90% 이상으로 상당히 진보되어 합성피혁 등에 사용되는 수지의 아시아 공급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PUR 등 환경 친화적이며
미래형 고부가가치를 지닌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다양성이 떨어지는
편임
▪ 동성화학은 국내 선도 공급업체로 계열사인 동성하이켐과 함께 PU, TPU 수지 및 기능성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접착제의 선도 공급업체로서도 알려져 있음. 동성하이켐은 국내
최초로 무황변 TPU를 개발하여 자동차용으로 적용
▪ 덕성은 건식, 습식 PU수지 및 합성피혁 제조업체로 생활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코팅섬유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친환경 기술 적용을 위해 waterbase 수지가공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송원산업는 코팅용 PVC, PU, TPU 등을 제조하며 고흡습성 수지와 환경 친화적인 특수화학
제품군에서 개발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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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스는 섬유산업용 PU전문 생산 업체로써 다양한 기능성 수지를 제조하고 있으며 수분산 type PU,
PUR 등 국제 규격에 적합하며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진행 중
▪ 동아화학는 PU, TPU, PUE 등을 주 생산품으로 하며 친환경 용제, IT, 의료용 및 생분해성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음
▪ 수양켐텍에서는 다양한 Fluoro Silane Materials를 이용하여 발수와 발유를 동시에 구현하여 자동차
외관용, 금속 표면처리 및 표면 개선용, 건축, 목재, 섬유 등의 발수 발유 코팅제를 개발
▪ 디엔에프의 고기능성 코팅제는 코팅 후에 유리막(SiO2)을 형성하는 폴리실라잔 (polysilazane)을
주성분으로 하는 실리콘계 코팅제로서 뛰어난 부착성, 내구성, 내후성 등의 우수한 물성을 실현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성 및 부가가치성을 부여한 새로운 코팅제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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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 국내의 코팅관련 주요 연구기관 ]

기관명

주요내용
· 기능성 코팅 섬유 연구

다이텍연구원

· 섬유기반 경량소재 부품 개발
· http://www.dyetec.or.kr
· 필름 코팅의 동적 거동, 안정성 연구

고려대

· Computatinal Fluid Dynamics
· http://rheolgy.korea.ac.kr
· 코팅 공정 및 신소재 연구

한국화학연구원

· Coating Network 구축
· http://chemsolkr

한국전기연구원
DGIST
금오공대

· 유무기 하이브리드 다/고기능성 코팅소재
· 기능성 nano 물질 연구
· UV 코팅 및 접착 관련 연구

부산대

· Hybrid 코팅 공정 연구

서울대

· 친환경 고기능성 점‧접착 소재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기능성 코팅 관련 연구
· 생체모방 점착패드 기술 개발 및 응용분야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기능성 코팅 섬유에 있어서의 국내 연구개발은 주로 해당 기업이 별도의 연구소나 개발
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하거나 기업-전문연구기관, 기업-학교 등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업체-학교-연구기관의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있지 않아 협력이 지엽적인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최근 산업계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신기술에 대한 산-연, 산-학, 산-학-연간의
있는 추세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 국내 기능성 코팅 섬유 관련 활용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기술 보유, 교육시설
보유 및 인적 교류가 가능한 기관은 다이텍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폴리우레탄학회, 한국접착및계면학회, 한국접착코팅협회, 일부 섬유나 화학계열 학과를 가진
대학, 코팅과 접착 등의 카페 블로그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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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이텍연구원은 기능성 코팅섬유 연구 및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를 18년 이상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각종 파일롯 규모의 코팅장비 및 평가, 분석 장비들을 보유하고 교육을 위한
교육장 및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음
▪ 2001년 섬유용 코팅/라미네이팅 설비 도입을 시작으로 핫멜트 라미네이터, slot die 코팅기, 수직형
고온코팅기와 각종 프리프레그 장비, 플라즈마 가공기, nano web 제조 시험기 등을 보유하였고,
2012년에는 섬유 HRD센터를 개관하여 관련 인력양성 교육 및 실습실을 운영함으로써 기능성 코팅
섬유 분야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음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핵심/글로벌기술개발
- 에너지/안전기술개발
- 미래성장동력기술개발
- 국제공동기술개발

 높아져가는 선진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팅 섬유 제품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표준, 인증, 실증분야의 기술 인프라 형성이 중요
▪ 세계 특히 유럽지역은 환경문제의 대두와 함께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이
보편화되어있어 지속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기술적으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협력하는 국가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필수적임
▪ 국제 표준에 적합한 성능지표의 확인 및 신뢰성(Reliability) 향상 연구를 위한 신뢰성시험, 분석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성능 측정 장비의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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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기능성 코팅 섬유 기술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기능성 코팅 섬유는 나노코팅, 고기능 박막 코팅,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기술 등이 포함됨

94

요소기술

코드

설명

나노코팅

A

나노 금속의 증착, 나노웹, 나노입자 Printing, 표면 그라프트중합,
폴리머를 이용한 표면 개질, 기능성 부여 등 유무기물을 이용하여
섬유의 내구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코팅 기술

고기능 박막 코팅

B

고기능성을 부여한 수지/필름 등으로 마모, 화학, 불꽃, 박테리아,
열, UV, 방수, 발수, 방풍, 자기치유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섬유에 코팅하는 기술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C

섬유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고효율의 함침,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 기술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D

섬유 표면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능성 코팅 수지와
라미네이팅, 압출, 전기방사 등을 이용한 기능성 film 제조 난연성
PUR, 무독성 기능성 수지, flim 등 기능성 부여가 가능한 소재
기술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E

친환경 수지 및 Plasma/UV 등을 이용한 coating 기술과 같이
환경유해물질의 배출, 사용이 필요 없는 코팅 기술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F

에너지 절감형 열차단 코팅 및 필름 개발, 온감, 냉감 제어
쾌적성 섬유제품, 광반응형 염료 등을 이용한 광반응코팅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셀프클리닝 기능과 같은 다기능 섬유소재 개발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G

섬유에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기술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고효율 설비 및 부대장비

기능성 코팅 섬유

◎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기능성 코팅 섬유 기술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분석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나노코팅

143

165

59

55

65

487

고기능 박막 코팅

192

126

27

60

48

453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6

37

5

22

16

86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271

548

529

319

141

1808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119

81

16

39

23

278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59

39

9

10

12

129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165

85

68

68

49

435

합계

955

1,081

713

573

354

3,676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일본, 유럽 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나노코팅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유럽
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유하고 있음
▪ 고기능 박막 코팅 기술은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 유럽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국적의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기술은 미국/일본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 및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순으로 나타남
▪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미국국적의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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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고기능
박막코팅(B), 친환경코팅가공기술(E),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G) 분야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D)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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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긴 하지만 비교적 꾸준히 출원량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외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도 한국국적 출원인과 유사하게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긴 하지만
비교적 꾸준히 출원량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의 경우 최근
들어 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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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 주요 기술별 출원인
기술
집중도

주요출원인

국내 특허동향

◓

•코오롱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LG, 한국과학기술원
•어플라이드 나노스트럭처드 솔루
션스

•기업, 대학, 공공기관
•코오롱인더스트리 ,서울대학교산
학협력단, LG, 한국과학기술원

고기능 박막 코팅

◓

•에프티이앤이
•아모그린텍
•포이즈
•SOLID WATER HOLDINGS

•중소기업중심
•에프티이앤이, 아모그린텍, 포이
즈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

•DSM IP Assets B.V.
•ANGEL ARMOR
•코오롱

•기업 중심
•코오롱, 네오방수기업, 화수목

●

•3M
•Sanyo Chemical Industries
•Bridgestone
•Dow, BASF

•기업중심
•LG,삼성, 코오롱, 두산, 아셈스

◔

•Applied Materials
•Shin-Etsu Chemical
•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웅진케미칼

•기업중심
•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웅진케미
칼, 동신포리마, LG하우시스

◔

•벤텍스
•Eastman Chemical
•Owens Corning Intellectual
Capital

•기업 중심
•벤텍스, 대화알로이테크, 나노솔
루션, 윈플러스

◓

•Fujikura
•JX Nippon Mining
•MetalsCorporation
•TSMC
SOLID
LIGHTING
•The Goodyear Tire
Rubber Company

•기업 중심
•코오롱, 피엔티, 전북대학교, 다
경코팅

요소기술

나노코팅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STATE
&amp;

※ ●: 700건 이상, ◕: 500~699건, ◓: 300~499건, ◔: 100~299건, ◯: 10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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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코팅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출원인에 의한 연구개발이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LG,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특허를 보유함

행해지고

있으며,

코오롱,

 고기능 박막 코팅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프티이앤이, 아모그린텍, 포이즈 순으로 특허를
보유함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기업 중심으로 코오롱, 네오방수기업, 화수목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특허출원이
매우 미미함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LG, 삼성, 코오롱, 두산, 아셈스 등에서 특허를
출원함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웅진케미칼, 동신포리마, LG하우시스 등에서 특허를
출원함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벤텍스, 대화알로이테크, 나노솔루션, 윈플러스 등에서
특허를 출원함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오롱, 피엔티, 전북대학교, 다경코팅 등에서 특허를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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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한국은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F), 친환경 코팅가공기술(E), 고기능박막코팅(B)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나,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C)의 특허활동이 부진함
 미국은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C) 기술분야에 서는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D) 기술분야의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은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C) 기술분야의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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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15을 상회하는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가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
특허 보유국은 독일, 스위스, 미국임
▪ 한국은 시장력 및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은 질적 수준 및 시장성이 큰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미국

1081

1.14

1.16

한국

955

1.04

0.62

일본

713

1.14

0.61

독일

267

1.19

2.22

프랑스

105

1.15

0.49

스위스

71

1

1.18

전체평균

73.52

1.15

1.08

◎ 기능성 코팅 섬유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기능성 코팅 섬유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로 나타남
▪ 기능성 코팅 섬유 기술 분야에서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 친환경 코팅가공,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 기술분야는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공백기술 분야로 나타남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나노코팅

◓

고기능 박막 코팅

◓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

※●:700건 이상, ◕: 500~699건, ◓: 300~499건, ◔: 100~299건, ◯: 10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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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요소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마스크팩용 원단, 나노멤브레인 적용 광발열 소재, 태양광 흡수 발열 직물,

나노코팅

표면 개질된 그래핀 복합 섬유 및 이의 제조방법,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탄소섬유의 표면개질방법 및 그 표면개질방법에 의해 제조된 탄소섬유
•고온 진공 단열 패널용 외피재, 탈취 기능성 원단, 다층 평탄화층을 포함하는

고기능 박막 코팅

직물 기판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플렉서블 전극, 전자 직물, 그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광전자 소자 및 웨어러블 전기발전기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폴리우레탄 도막 방수구조, 배낭용 원단, 패딩염색기를 이용한 천연 쪽의
염색장치
•다공성 폴리우레탄 폼을 이용한 등방성 도전 폼 및 그 제조방법, 텍스타일
스킨 코팅용 친수성 수분산 폴리우레탄 수지 및 이를 이용한 친수성 필름의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제조방법, 무팽윤성 기공타입의 통기방수성 필름, 그의 제조방법 및 그를
이용한 용도, 시안산에스테르 화합물, 그 제조 방법, 수지 조성물, 경화물,
프리프레그, 봉지용 재료, 섬유 강화 복합 재료, 접착제, 금속박 피복 적층판,
수지 시트 및 프린트 배선판
•합성 화학성 섬유 원단 망점 박막 코팅용 친환경 융복합 조성물, 각이 형성된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ＵＶＬＥＤ를 채용한 경화 장치, 친환경 장갑 및 친환경 장갑 코팅방법,
친환경 고광택 열가소성 필름 코팅 엠보 패널의 제조 방법
•고탄력, 고강도 모노필라멘트 및 발열섬유를 이용한 발열원단 제조방법 및 그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발열원단, 볼 형태의 광발열 섬유집합체를 함유하는 섬유보온재, 광물질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직물발열체
•허니콤 블라인드 원단의 성형장치, 액중 분사를 이용하는 미세입자 코팅 장치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및 이를 이용하는 기질-미세입자막 복합체의 제조방법, 유체 또는 페이스트
제품을 케라틴 섬유에 도포하기 위한 장치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노코팅 기술에서는 마스크팩용 원단, 나노멤브레인 적용 광발열 소재, 태양광 흡수 발열 직물,
표면 개질된 그래핀 복합 섬유 및 이의 제조방법,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용 탄소섬유의 표면개질방법
및 그 표면개질방법에 의해 제조된 탄소섬유 등이 기업, 대학,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고기능 박막 코팅 분야는 고온 진공단열패널용 외피재, 탈취 기능성 원단, 다층 평탄화층을
포함하는 직물 기판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플렉서블 전극, 전자 직물, 그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광전자 소자 및 웨어러블 전기발전기 기술 등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기술에서는 폴리우레탄 도막 방수구조, 배낭용 원단. 패딩
염색기를 이용한 천연쪽의 염색장치 등을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연구개발하고 있음
▪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분야는 다공성 폴리우레탄 폼을 이용한 등방성 도전 폼 및 그 제조방법,
텍스타일 스킨 코팅용 친수성 수분산 폴리우레탄 수지 및 이를 이용한 친수성 필름의 제조방법,
무팽윤성 기공타입의 통기방수성 필름, 그의 제조방법 및 그를 이용한 용도, 시안산에스테르
화합물, 그 제조 방법, 수지 조성물, 경화물, 프리프레그, 봉지용 재료, 섬유 강화 복합 재료,
접착제, 금속박 피복 적층판, 수지 시트 및 프린트 배선판 기술 등이 대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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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분야는 합성 화학성 섬유 원단 망점 박막 코팅용 친환경 융복합 조성물, 각이
형성된 ＵＶＬＥＤ를 채용한 경화 장치, 친환경 장갑 및 친환경 장갑 코팅방법, 친환경 고광택
열가소성 필름 코팅 엠보 패널의 제조 방법 기술 등이 대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분야는 고탄력, 고강도 모노필라멘트 및 발열섬유를 이용한 발열원단
제조방법 및 그 발열원단, 볼 형태의 광발열 섬유집합체를 함유하는 섬유보온재, 광물질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직물발열체 기술 등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기술에서 허니콤 블라인드 원단의 성형장치, 액중 분사를 이용하는 미세입자
코팅 장치 및 이를 이용하는 기질-미세입자막 복합체의 제조방법, 유체 또는 페이스트 제품을
케라틴 섬유에 도포하기 위한 장치 기술 등이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기능성 코팅 섬유 기술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 친환경
코팅가공,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 기술로 나타남
▪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 친환경 코팅가공,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 기술분야는 현재
특허출원이 매우 미미하며, 중소기업에 의한 특허 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중소기업의 진출시
경쟁회피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사료됨
▪ 특히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 기술분야는 특허의 출원이 매우 미미하여, 국내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후 분야 선점 전략이 가능함
▪ 향후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나노코팅, 고기능 박막코팅
보다는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 친환경 코팅가공,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 기술분야에 집중하여 연구개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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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 확정
[ 기능성 코팅 섬유 요소기술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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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출처

나노코팅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고기능 박막 코팅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기능성 코팅 섬유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 선정
▪ 기술개발시급성(10), 기술개발파급성(10), 단기개발가능성(10), 중소기업 적합성(10)을 고려하여 평가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특허/논문 분석

→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품목별 전문가 요소기술
분류 조정·재정의

•전문가 추천

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요소기술

선정평가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평가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기능성 코팅 섬유 분야 핵심기술 ]
분류

기능성
박막
코팅기술

소재 및
공정기술

환경기반
코팅기술

코팅/라미네
이팅 설비

핵심기술

개요

나노코팅

나노금속의 증착, 나노웹, 나노입자 Printing, 표면그라프트 중합, 폴
리머를 이용한 표면개질, 기능성 부여 등 유무기물을 이용하여 섬유의
내구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코팅기술

고기능 박막 코팅

고기능성을 부여한 수지/필름 등으로 마모, 화학, 불꽃, 박테리아, 열,
UV, 방수, 발수, 방풍, 자기치유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섬유에 코팅하는 기술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섬유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고효율의 함침,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
기술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섬유 표면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능성 코팅 수지와 라미네이팅,
압출, 전기방사 등을 이용한 기능성 film 제조 난연성 PUR, 무독성
기능성 수지, flim 등 기능성 부여가 가능한 소재 기술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친환경 수지 및 Plasma/UV 등을 이용한 coating 기술과 같이 환경유
해물질의 배출, 사용이 필요 없는 코팅 기술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에너지 절감형 열차단 코팅 및 필름 개발, 온감, 냉감 제어 쾌적성 섬
유제품, 광반응형 염료 등을 이용한 광반응코팅 기술, 에너지 하베스
팅, 셀프클리닝 기능과 같은 다기능 섬유소재 개발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섬유에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기술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고효율 설
비 및 부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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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기능성 코팅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낮고 국내 시장 성장률이 7.4%로 세계 시장
성장률 21.9%대비 시장 발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남
 최고기술 보유국인 유럽 대비 국내 중소기업은 82.4%의 기술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은 유럽에 비해 평균 약 4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일본에 비해 약 2배 많은 661건의 출원량을 보이지만 특허
피인용지수가 0.13으로 최대 피인용지수를 보인 미국(1.35) 대비 많은 차이를 보임,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내 특허의 질과 경쟁력은 낮은 상태
[ 기능성 코팅 섬유 분야의 전략 캔버스(Strategy Canvas) ]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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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기능성 코팅 섬유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기능성 코팅 섬유
코팅/라미네이팅
소재기술
기능성
코팅/라미네이팅
기술
고기능 박막 코팅

나노 코팅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친환경 코팅
가공기술
고효율
코팅/라미네이팅
설비
기능성 부여
application parts
개발

기능성 코팅 섬유의 개발 및 양산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고부가가치 섬유 코팅용
기능성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적용성이 우수한 첨단
고기능 박막 코팅기술
개발

환경규제 대응 및 고효율
코팅가공 기술 개발

고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한 설비 제작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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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기술개발

단기개발

중소기업

시급성

파급성

가능성

적합성

8

8.6

7.8

8.2

33

선정

8.8

9

8.4

9

35.2

선정

기능성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기술

7.8

8.2

8.4

8.6

33

선정

코팅, 라미네이팅 소재기술

8.8

8.8

7.8

8.2

33.6

선정

친환경 코팅가공기술

9.6

9.6

8.8

9

37

선정

에너지 절감형
코팅가공기술

9.6

9.2

8.4

8.6

35.8

선정

코팅, 라미네이팅 설비

6.6

6.8

6.2

6.2

25.8

선정

나노코팅
고기능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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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정의 및 범위
▪ 단열재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열유입이나 열손실을 최소화를
목적으로 열율이 작고, 흡수/흡습성이 적으며 내열도가 높고 가벼운 소재를 의미
▪ 단열 소재 중 건축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난연 2급의
준불연 수준의 단열재, 극한의 고온, 저온의 온도환경에도 적용이 가능한 경량의 초단열 소재
기술의 고성능 단열재 필요성 대두
▪ 초단열, 준불연 소재 기술은 건축건자재 제품, 수송용 내·외장재, 인테리어 제품군, 전자·전기 제품
단열 제품 및 내열, 내한 성능의 보호복 제품군으로 분류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단열재의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2023년 약 •불연, 준불연 성능을 가지는 고온 단열재는 다양한
1,228억 달러로 전망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국내) 단열재 시장은 2017년 약 12,684억 원에서 •첨단 신소재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적용한 초단열
2023년 약 17,689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성능을 가진 단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 동향
•건축물에

대한

2018년도부터

관련

기술 동향

법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고성능
준불연·불연 단열재 수요 증가

•최근 단열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면서 단열재
수요가 꾸준히 상승 중이나 국내의 경우 초단열, 불연
단열 재료의 원천기술이 매우 부족한 상황
•전방산업 침체로 성장폭은 낮지만 고성능 소재 수요
증가로 R&D 및 설비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 고기능성 섬유 이용 기술

•(해외)

Exceed

Industries,

Knauf

Rockwool, Thermafiber
•(대기업) KCC, LG 하우시스
•(중소기업) 벽산, 토이론, 쉘보드, 파크론

Insulation,

• 무기성분을 처리하는 기술 개발
• 에어로젤(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개발
• 인발성형 공정기술 개발
• 불연/준불연 소재(코팅제) 개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지속적인 정책 활용을 통한 준불연, 초단열 고성능의 소재 기술 제품의 사업화 기반 마련
➜ 글로벌 기업 기술 수준의 공정 및 사업화기술 등의 시스템 마련 및 사업화를 위한 원가절감 소재 기술 개발
➜ 국내 단열재의 성능 수준 향상으로 건자재 업계뿐만 아니라, 수송용 내·외장재, 인테리어 제품군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다기능 단열 소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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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열은 전도, 대류, 복사 등의 현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단열이란 바로 이
열의 이동을 방지하는 것으로 정의 됨. 단열재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열유입이나 열손실을 최소화하를 목적으로 열율이 작고, 흡수/흡습성이 적으며
내열도가 높고 가벼운 소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온도 범위에 따라 분류됨. 약 100℃
이하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보냉재(cold insulator), 약 100~500℃ 온도범위의 경우
보온재(heat insulator), 약 500~1100℃ 부근의 경우를 흔히 단열재(thermal insulation
material)로 부르며, 1100℃이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내화단열재로 구분함
 단열소재에서 중요한 요소는 열전도율, 열관류율, 열저항 패시브 3가지 요소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열전도는 물질 내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축 및 토목 환경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전자기기 산업분야에서
단열의 경우 소재의 두께 층으로 열이 전해지는 열관류율, 열저항 값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
▪ 열전도율(Thermal conductivity) [W/mk or kcal/mh℃] : 단위두께에 대한 열적 특성으로 두께가
1m, 면적 1m2인 재료의 앞, 뒤 표면 1℃의 온도차로 1시간동안 전달되는 열량을 뜻하며, 고유한
성질로서 전도에 의한 열이동 정도를 의미함
▪

열관류율(Heat transmittance) [W/m2k or kcal/m2h℃] : 단위시간에 1m2의 단면적을
1℃온도차로 유지하였을 때 전달되는 열량을 뜻하며 열전도율을 소재의 두께로 나눈 것을 의미함.
재료 하나에 대한 고유한 성질인 열전도율과는 다르게 한 종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복합체에
대하여 전체 두께에 대한 성능을 표현한 값

▪ 열저항률(Heat resistance) [㎡.h.℃/kcal] : 소재의 앞, 뒤 표면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 때 이
통과열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의미하며 열관류율과 역수 관계임
▪ 단열성능의 경우 3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열전도율과 열관류율이 낮을수록 열저항력이 높을수록
단열성이 우수함
▪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의 이동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며, 열전도율 또한 소재별로 상이함

 단열 소재 기술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저항형 단열과 반사형 단열로
단열은 열전도 즉 열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피 단열 소재
무게에서 최대한의 부피를 형성하여 내부에 공기층을 확보하여 열전달이
원리를 적용하는 비드법 기술임. 반사형 단열은 열반사 단열재로 복사열을
저방사를 할 수 있는 복사열 차단 및 대류열/방사열 전파를 최소화하는
단열재의 부피나 두께를 최소화하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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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재의 경우 열관류율 성능 수치와 더불어 불연재, 준불열재 여부가 중요시 되고 있음.
화재로부터 안전을 위해 외벽 단열재의 불연자재가 의무화 되어 2015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여야 하며, 가열시험 및 가스유해성 실험 결과가 각 유형별 기준치에 준하여야 함
[ 단열재료의 난연 등급 정의 및 기준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정의

불에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
난연 1급
(건축법시행령 제 2조)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난연 2급
(건축법시행령 제 2조)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난연 3급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기준

750℃에서 20분 가열시 온도가
50℃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고,
305℃에서 10분간 가열 종류 후
30초 이상 잔류 불꽃 없는 것

350℃에서 10분 가열시 용융 및
균열 등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 등이 없고, 가열 종류 후
30초 이상 잔류 불꽃이 없는 것

235℃에서 6분 가열시 해로운
변형 등이 없고, 가열 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 불꽃이 없는 것

▪ 건자재의 단열재 적용이 불가피해져 그에 따른 연구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외벽 마감재와
더불어 건축용 내장재 또한 투습, 방수 및 단열, 준불연 복합 기능을 가지는 소재로 생산 기술 및
공정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공공시설을 기점으로 고층용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 등 저층의
건물에도 화재의 위험에 대한 대비로 단열, 준불연 소재 적용이 필수화 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건축용 단열재의 경우 유기단열재와 무기단열재로 나뉘며 종류 및 성능은 아래에
나타냄
[ 단열재 종류 및 성능 ]
구분

유기단열재

무기단열재

EPS

XPS

PU폼

페놀폼

글라스울

미네랄울

주재료

폴리스티렌수지
탄화수소가스,
발포제 등

폴리스티렌수지
형성제, 착색제,
발포제 난연제
등

발포제,
활성제,
안정제,
난연제 등

페놀,
포름알데히드,
발포제, 촉매
등

모래, 장석,
황산나트륨,
붕산, 접착제
등

규산칼숨계
광석, 코크스,
바인더 등

열전도율

0.031 ~
0.043

0.027 ~
0.031

0.023 ~
0.0025

0.017 ~
0.019

0.034 ~
0.044

0.036 ~
0.044

화재 안전성

가연성

난연성

가연성

불연성

불연성

불연성

연소시
발생가스

CO2, CO

CO2, CO,
질소산화물

CO, NH

-

-

-

내구성

경시변화 없음

경시변화 발생

경시변화 발생

경시변화 없음

경시변화 없음

경시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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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성능 단열재로 에어로겔 블랭킷 단열재(Aerogel Blanket Insulation)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불연성이 우수하고 화자안전성을 수반하며, 물을 흡수하지 않는 소수성으로 내구성이
매우 우수함이 특징임. 낮은 밀도와 유연성으로 현장시공이 편리하며, 기존단열재 대비 2배
이상의 열전도율(0.013 ~ 0.017 (W/m·K)) 효율을 나타냄


또한 불연성능을 가지는 진공단열재(Vacuum Insulation Panel)의 용도가 다각화 되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진공단열재의 경우 건축용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보온용기
등의 단열 패널로도 국내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준불연 소재의 경우 건축 산업 분야만이 아닌, 실내 생활 인테리어 제품에도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 기관 시설, 병원, 어린이집과 같이 화재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시
빠른 대처가 어려운 건축물의 경우 실내 바닥재, 벽지 등의 준불연 인테리어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 철도, 대중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섬유제품 및 채광, 차양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라인드, 커튼 등의 생활 용품도 준불연 소재 적용을 통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최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실내외 건축물에서 유리 및 차양막, 블라인드 제품에 대한 단열
성능 제품이 각광받고 있음

 자동차, 선박의 경우 경량화와 더불어 흡음, 차음재 부품으로 단열소재가 많이 적용되고 있음.
환경 문제와 함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전자 기기는 경량화,
박형화, 소형화, 다기능화가 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소자가 고집적화 될수록 더욱 많은
열이 발생함
▪ 전기자동차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발열로 인한 발화, 폭발 등 위험 사고가 빈번해 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모듈 및 모듈 커버소재를 단열재로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자동차의 경우 가연성이 높은 연료와 전기를 사용하고, 운행 중 엔진에서 발생하는 고열로 인해
화재위험에 노출성이 매우 큼. 최근 2018년도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7월 사이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2696건에 달했음
▪ BMW, 넥서스 등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에서 원료 호스 조립 및 펌프 이상에 따른 화재로 차량
리콜을 실시하였으며, 스마트 차량 및 일반차량의 엔진의 단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배기가스 규제와 전자 장비의 탑재가 높아지면서 화재 발생률이 높아졌으며, 준불연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

 최근 극한의 한기마저 차단할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로 초단열 경량 기술이 적용된 방한복,
방한화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호용 소재 및 군인용 의류 및 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음. 일상생활에서도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을 때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휴대전화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면서 초단열 소재에 대한 수요가 산업용 섬유 제품 뿐만
아니라 의류용에도 접목되고 있음
▪ 초단열, 준불연 소재는 주로 소방복, 보호복 외 항공기, 대중교통 등의 내장재로 주로 활용되며
방한복 방한 내피, 방열복, 방한화, 방열화 등 다양한 의류 제품군으로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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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출력 OLED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의 산업이 확대되고 고집적화, 고성능
전자기기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기기작동 혹은 충/방전 중 발생되는 발열에 의한 오작동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기기 수명 단축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이러한 방출열은 소자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소자의 오작동, 기판 열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발연원에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 OLED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LED 등의 PCB 모듈에서 발생하는 열이 전자회로로 가는 것을
차단하여 제품의 수명을 2배 이상 연장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열재 적용은 불가피 하며, 경량화
및 박막구조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최근 단열 소재 성분을 살펴보면 탄소재료나 세라믹소재 같은 고열전도성 필러 소재와 고분자
소재가 혼합된 복합 신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
▪ 이러한 열전도성 고분자는 기존 고분자 재료의 장점인 용이한 가공성, 저비용, 경량화, 제품형태의
다양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속과 세라믹 재료의 특성을 부여
▪ 복합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열전도성 무기 필러 소재가 열전도성이 우수하나 접착력이 없고
고분자 소재는 접착력은 우수하나 열전도성은 낮기 때문
▪ 그러나 고분자 복합 재료의 높은 열전도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필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 조건이 난해해지고 제품의 물리적 성질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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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최근 잇따른 건축물 대형 화재 피해로 인해 단열 소재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건축
산업분야. 건축물에 적용되는 단열 소재의 경우 두께에 따른 열 특성 정도인 열관류율을
단열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중이며, 단열소재의 경우 에너지 효율화 및 유체의 동결 방지
및 허용온도 유지를 목적으로 열관류율이 건출물 설계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음
▪ 최근 대형 화재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현재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단열재 공법 및 단열, 준불연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외벽마감 공법인 드라이비트 공법은 일반인도 소규모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시공이 쉽고
가격이 저렴한 특징이 있음.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단열재의 준불연 제품 적용이 불가피해 짐. 드라이비트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로
단열재를 차례대로 접착시켜 외벽을 완성하는 공법
[ 건축물 외장재 드라이비트 공법 구조 ]

▪ 드라이비트 공법의 경우 건물외벽과 외장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공기가 패널 앞뒤로
유입되면서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음. 이에 단열, 준불연 소재 강화 및 설계 기준 강화 실시

 정부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해 지역별, 부위별로 정해져 있음
▪ 건축용 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가 ~ 라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함
▪ 건축용 단열재의 두께 또한 가 ~ 라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거실 외벽,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층간바닥의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가 고시되어 있음. 두께의 경우 지역별로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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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
(단위 : W/㎡ㆍK)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지역

중부1지역1)

중부2지역2)

남부지역3)

제주도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건축물의 부위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창 및 문

0.900 이하
창

1.300 이하

문

1.500 이하

공동주택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공동주택
외

1.300 이하
창

1.600 이하

문

1.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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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단열소재 기술은 세라믹소재를 적용한 초단열 소재 에어로겔, 유-무기 복합제품, 코팅
가공기술이 적용된 의복 및 보호 장비 제품, 준불연·불연 성능이 뛰어난 건축용 내외장재
등의 제품으로 구분
 초단열 에어로겔
▪ 차세대 단열 소재로 주목받는 에어로겔은 2002년 미국의 Lawrence Livermore 연구소에서 제조된
단열성능을 가진 차세대 에너지 절약소재로 0.003g/cm3의 밀도를 가지며, 현재 가장 가벼운
고체로 알려져 있음
[ Lawrence Livermore 연구소 제작 에어로겔 ]

▪ 과거 에어로젤의 경우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제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우수한 소재 특성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제한되었으나, 최근 들어 상용화를 위한 실리카 에어로젤 공정 기술이 다양화 되는 중
▪ 저온 초임계건조공정을 이용하여 실리카, 유기계 탄소 에어로겔의 상업화가 추진되었으며, 현재
시제품 화되어 있는 에어로겔 단열재는 에어로겔 입자, flecivle 에어로겔 시트, 에어로겔 입자를
이용한 daylightening window system이 있음
▪ 에어로겔은 졸-겔반응을 통해 제조된 3차원 네트워크 구조로 높은 기공율, 나노사이즈의 작은 입자
크기,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것이 특징임.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초경량, 초단열, 초저유전성
성질을 갖고 있으며 단열 소재의 주 재료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에어로겔은 기존 단열재와 달리 투광성을 가지고 있고, 낮은 열전도율로 기존 PU foam,
글라스울과 비교하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음

 유-무기 복합제품
▪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산업분야별 단열성능이 요구되는 제품군의 요소 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단열, 준불연 효과 극대화 필요
▪ 단열 소재의 경우 단열 성능의 지표인 열전도율, 열관류율 뿐만 아니라 불연, 준분연, 난연등의
성능이 강화된 재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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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유리의 경우 금속계와 비금속계의 복합프레임 기술을 융복합해 구조성과 단열성을 향상
시켰으며, 차양 제품의 경우 유리와 일체형 구조, 필름 형태의 제품 접목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단열, 준불연 성능 극대화를 실현 중
▪ 필름 형태의 단열 제품의 경우 전자 기기, 패널, 모듈의 단열 성능에 기여하며, 섬유 라미네이팅 공정을
통해 우수한 방열, 방한 성능을 가질 수 있음. 적용 제품군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응용 가능
▪ 최근 들어 나노 기공 에어로젤 소재에 대한 관심 급증. 기존 재료보다 단열성능이 몇 배 우수하며,
경량성 및 낮은 열전도율 등의 특징으로 차세대 단열 소재로 주목받고 있음
[ 단열기능이 있는 에어로겔 소재 ]

▪ 유-무기 하이브리드에 의한 물성 최적화 에어로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경량화 흡음, 방수
등 다양한 기능성 부여가 가능함. 혼합기술에 따라 다양한 섬유제품군에 적용 가능
▪ 또한, 도료 등의 첨가제로 적용하여 단열 성능을 증가시키고 있음
▪ 폴리에스테르섬유와 m-Aramid섬유, 유리섬유를 적용하여 단섬유 복합부직포를 개발, 이를 알루미늄
필름과 복합화 하여 유, 무기 섬유 복합공법의 기능성 단열 소재 개발이 진행되었음.
▪ 또한, 유·무기 나노 복합체를 EPS 코팅제로 적용하여, 유독가스를 최소화 하고 준불연 성능을
만족하는 단열재 개발도 진행되고 있음

 단열, 불연·준불연 의복 및 보호구 외 섬유제품
▪ 섬유 의복용 제품군에서 단열 소재의 적용은 소방복 등 보호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극한의 고온, 저온의 온도환경에 따라 신체를 보호하고 형태 및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함
▪ 소방복 등 보호복 및 방열제품에 적용되는 초단열 소재로는 주로 아라미드가 사용되고 있으며,
고내열 고강도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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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미드 소재 보호 장비 ]

▪ 최근 나노 소재를 혼합, 분산 및 코팅을 통해 의류용 섬유소재에 적용하여 단열성능을 향상시키는
가공 시장도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
▪ 직물, 편물, 부직포 등 모든 섬유소재에 나노 소재 분산액을 적용하여 단열 성능을 올리거나,
접착제를 적용하여 표면에 접착 코팅하여 하이브리드형 방한 직물 제조 기술도 증가하고 있음
▪ 단열 소재를 적용하여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경우 방열복, 방한복 뿐만 아니라 방열화, 방한화, 장갑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함
▪ 단열 소재의 경우 건축 및 산업자재와는 다르게 의류용 섬유소재의 경우 두께 박막화 기술이
필요하며, 소재 자체 사용과 더불어 코팅, 접착, 라미네이팅 등의 후가공 기술이 중요시 됨
▪ 초임계 장치를 이용한 단백질에서 추출한 다공성 유기 에어로겔을 의류용에 적용하여 최적의 물성
성능을 만족하고 내구성 및 열전도율을 만족하는 고기능성 제품 개발 연구 진행됨
▪ 단열 성능 및 경량성 보온성 등 다기능 섬유제품으로 에어로겔을 혼합한 미세다공형 폴리우레탄
수지를 적용하여 최적의 피막 및 기공을 형성하는 필름을 제조, 라미네이팅을 통한 스포츠 레져
의류 제품화 연구도 주목을 받음
▪ 지속적으로 안전복 및 보호 장비용에 적용 가능한 단열소재 나노입자 개발 및 분산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불연·준불연 내외장재 제품 개발
▪ 기존 건축용 단열재의 경우 비드법 단열재(EPS)로 가격이 저렴하고 현장에서 가공이 용이하여
시공에 따른 단열성능의 오차가 적어 국내 시장의 대부분이 사용되었지만 열에 취약하고 화재시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폴리스티렌 수지를 대기압하 발포시켜 제조한 압출법 단열재(XPS) 또한 지하층이나 외벽 등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밀도가 커 하중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공간에 적절하기 때문. 하지만 XPS 또한
EPS와 마찬가지로 내열성이 없으며,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발포가스 사용 규제로 인해 천연 CO2 가스를 사용하여 발포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
▪ 불연성의 재료인 글라스울, 미네랄을 단열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들의 경우
생산 규모를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건축 외장재뿐만 아니라 실내에 사용되는 내장재에도 내열성능이 중요시 되면서 나노소재를
적용하여 접착 코팅을 통해 내열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내외장재 및 수송용
산업분야에서도 불연·준불연 단열 소재가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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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분류 관점 기술범위 ]
전략제품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제품분류 관점

세부기술

탄소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탄소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소재를 이용한 초단열/준불연
소재개발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실리카 등의 무기성분을 섬유 처리하여 준불연, 초단열 소재 개발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에어로겔 소재를 섬유에 부여하는 기술 개발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무독성 불연(준불연) 코팅제 개발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수지를 섬유(필라멘트)에 함침 하는 기술 개발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다공성 나노소재를 적용한 단열소재개발, 무기계 충진재 가공기술 개발

극한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차세대 고온 환경 대응 및 극한 열환경 대응 초단열 준불연 보호복 제품
개발

고단열/불연(준불연) 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주거용 건물, 기업체 사옥, 전시장 등에 적용될 구조재 표피재용
하이브리드 섬유 제품 개발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

불연, 준불연 성능의 벽지, 바닥재, 차단막 등 토탈 인테리어 소재 개발

수송기기 부품용 복합
불연/준불연 제품 개발

수송기기용 유무기 복합 불연/즌불연 구조부품용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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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단열재 시장의 경우 건축업 시황에 영향을 받으며 국내 건설경기는 2013년을 기점으로 건축
착공 및 허가 면적이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 전년대비 36%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음.
단열재의 경우 착공 이후 수주가 발생하므로 실제 건자재 산업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 건자재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 및 환경 규제에 따른 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고성능
단열재에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 건설경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의 경우 재개발 및
기존 주택 리모델링 정책을 내세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해외 수요시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환경 규제의 강화로 불연성을 가지는 고성능 단열재 유해물질에 관한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친환경 단열재 제조 기술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 화재에 대한 피해로 건자재 내화 성능 및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 건자재에 적용되는 단열재 산업구조 ]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단열재 두께를 기존 주택보다 두 배 높일 경우 최대
8%의 난방에너지의 절약이 가능함
· 정부는 친환경적 계획 및 설계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지향함

전방산업(건설 분야) 동향

내화 규제
· 유기계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점이 노출돼 난연 성능을
강화한 단열재 수요가 확대됨
· 건축물의 내화 규제가 강화될수록 난연, 불연성능의 소재
채택이 증가할 전망임

건자재 산업의 문제점
· 한국 단열재 시장은 단열재 후막화, 발포가스 규제,

· 국내 건설경기는 저출산, 인구 노령화로 주택 구매의
유효 수요층이 감소함
·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주택을 소유하기보다 임대
중심으로 수요가 변화됨
· 전방산업은 성장이 없지만 에너지 설계 기준 강화로
단위 면적당 단열재 채용량은 증가함

치열한 경쟁, 대형화재에 대한 낮은 대응성이라는 4가지
구조적인 위험을 가짐
· 에너지 설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단열재
개발이 요구 되며, HCFC 발포가스 규제에 따라 친환경
가소제 개발은 필수적임
·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대형화재에 대응할
소재 개발도 동반되어야 함

◎ 용도별 분류
 세라믹 소재
▪ 세라믹 소재의 경우 내열성이 뛰어나 단열소재에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재 차제의 내충격성이
매우 낮아 섬유 형태로 주로 단열재, 내열성 보온재료, 내화벽돌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초경량 단열·불연 세라믹 소재는 우주, 항공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소재로 진공단열재(VIP)에
적용되어 작은 부피의 단열재로 공간 극대화가 가능
▪ 세라믹 단열재는 글로벌 기업인 Morgan Thermal Ceramics(영국)사를 중심으로 세라믹울,
세라믹섬유, 세라믹 보드 제품으로 단열재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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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Morgan사의 슈퍼울 제품은 특허 기술인 AES(Alkaline Earth Silicate)계열의 고온용(1100℃
~ 1300℃) 단열재로 알칼리 점토질 실리카가 18% 이상 함유되어 인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흡입시 생분해 되는 특징이 있음
▪ 유리 원료인 규사, 장석 등을 고온에서 용융한 후, 바인더 첨가하여 고속 회전력을 이용해 섬유화한
글라스울이 대표적인 단열재로 유연성을 가지며 불에 타지 않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음
▪ 글라스울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형태 변형이 없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사용 온도의
경우 350℃수준으로 주로 건축 및 선박/해양플랜트 산업분에서 사용됨
▪ 유리섬유의 경우 인체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최근 국내 KCC에서 천연 바인더를
적용하여 유해성을 줄인 친환경 글라스울을 제조 판매 중에 있음
▪ Owens Corning은 주고용 및 상업용 건축자재, 유리섬유 강화재 및 복합소재 시장의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인체 안정성이 입증된 친환경 단열재를 판매중

 아라미드 섬유 소재
▪ 아라미드는 섬유, 펄프, 테이프, 벨트 등 다양한 제품으로 단열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소방복 및 안전보호 장비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음
▪ 아라미드는 우수한 난연성과 내열성 및 고강성으로 소방복, 안전복, 산업용 필터, 방탄복, 단열로프
등에 주로 사용됨
▪ p-아라미드의 경우 DuPont사의 케블라가 대표 제품으로 원천 기술력이 뛰어나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추세
[ Dupont사 파라아마이드 케블라 보호 장갑 ]

▪ m-아라미드의 DuPont, Te em등의 해외 기업 외에도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효성, 코오롱 휴비스
등이 있음. 하지만 국내 메타아라미드 수요가 한정적인 상태로 특수 방화복 위주의 안전 보호복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 수송기기 등 고성능을 요구하는 단열 소재
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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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복합재
▪

고온단열재 중 1500℃ 이상에서 사용되는 고온단열재는 탄소재 단열재가 유일하며 특히
리튬이차전지 음극재, 고탄성 흑연화 타소섬유, 제강용 전극봉 등과 같이 2800℃ 이상의 흑연화를
통하여 제조되는 제품들을 제조하기 위한 초고온 공정에서 탄소재료 단열재가 필수적임

▪ 1500℃ 이상의 열처리장치에 사용되는 고온용 단열재는 탄소섬유를 제조 후 니들펀칭 공정을
통하여 탄소섬유 부직포 (펠트, felt)를 제조하여 사용하거나 탄소섬유와 페놀수지 등을
함침복합화후 탄화(1200℃) 또는 흑연화(2800℃)한 탄소섬유 부직포/탄소복합체)를 사용하여
용도에 맞게 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
▪ 기존 탄소섬유 복합재의 경우 높은 물성을 요구로 하지만, 단열재 시장의 경우 그 수준이 매우 낮게
요구됨. 따라서 PAN계 보다 값싼 피치계를 원료로 사용하고 회전방사법을 사용하여 탄소섬유
부직포를 제조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열 제품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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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산업의 특징
 불연, 준불연 성능을 가지는 고온 단열재는 석유화학 산업, 내화 단열재 산업, 건축
산업(건자재), 세라믹, 전자 산업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단독 단열 소재
시장을 정의하기는 어려움
▪ 단열 소재의 경우, 단독 시장이 아닌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응용 분야로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고 용도 또한 다양함. 이러한 특징으로 타 산업분야에 성장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시장 가능성이 무한함
▪ 최근 에어로겔 등과 같이 하이브리드 고성능 단열 소재가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섬유 화학, 건축,
전자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이 용이하여, 해당 소재의 사업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Morgan Advance Material사 의 하이브리드 고성능 단열 소재 ]

 자동차, 수송기기, 건축물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불연, 준불연 단열 소재에 대한 사용이 의무화 되면서 고성능 단열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연성 폼과 같은 단열 재료의 경우 수요가 감소 추세
▪ 국내외 대형화재 증가,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문제점은
내장재로 불에 취약한 단열재가 화재 규모를 키운 경우로 알루미늄 패널 사이에 가연성 폴리에틸렌
구조 등이 문제가 되었음. 이로 인해 고내열 건축자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자동차 엔진과열로 인한 엔진룸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내외 자동차 대형 업계에서도 리콜이
진행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이로 인해 단열재의 경우 단순 소재 산업 분야 수요시장에 영향성과 더불어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과 환경영향에 따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정 법령 및 국제화 규격, 규제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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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에어로겔과 같은 첨단 신소재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적용하여 보다 경량화 되고,
초단열 성능을 가지는 단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응용 및 산업분야가 다양하지만 원천기술 확보가 어려워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원재료를
적용하여 코팅, 혼합, 접착 기술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용화는 어려움이 있음

◎ 산업의 구조
 불연, 준불연 성능을 가지는 고온 단열재의 value-chain은 고온 단열재 개발, 원료의 가공,
제조, 포장 및 판매, 마지막으로 최종 사용자 산업으로 구성됨
▪ 단열 소재의 경우 원료 및 제조부터 최종 사용자 산업에서 조립 및 공법에 따라 다양한 성능과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단열 성능을 만족할 수 있음
[ 고온 단열재 value-chain ]

* 출처 : Marketsandmarkets, High Temperature Insulation Materials Market, 2017

 단열재 시장의 경우 통계적으로 단독 분류되어 있지 않음. 이는 용도나 소재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로 정의되며 그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
 단열 소재 분야의 경우 원재료 제조 원천기술을 대부분 해외 업체가 독점 하고 있으며, 특허
및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 국산화가 어려움
▪ 섬유 소재의 경우 아라미드, 탄소섬유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의 경우
최종사업자 단계에서의 제조 부품이 주를 이룸
▪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최종 산업자 산업에서 건축자재, 자동차 내외장재, 소방보호복, 보호 장비
등이 단열소재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원재료 제조 및 원천 기술은 해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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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전 세계 단열재 시장의 경우 Smithers Apex에 따르면 2023년 까지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1,228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단열로 인한 에너지 효율 증대의 광범위한 자각(awareness) 때문
▪ 건축제품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단열 기준을 적용해야하는 전 세계적 규제 강화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 신흥개발국에서 신규 건축 증대 및 선진국에서의 신규건설과 재개발사업의 단열 제공사 물량의 증대
▪ 최근 에너지 효율화에 따라 단열 소재의 경우 유리 및 창호시장에서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단열재 시장 전망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세계시장

99,300

102,900

106,600

110,400

114,400

118,500

122,800

3.6

* 출처 : Smithers Apex, The Future of Sustainable Insulation Markets to 2018 윕스 재작성

 2019년 지역별 시장 점유율은 아시아가 351억 달러(3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북미
183억 달러(17.2%), 서유럽 181억 달러(17.0%), 동유럽 169억 달러(15.8%) 순으로
추정됨
▪ 2017~2023년 동안 시장 성장률은 아시아(5.7%)와 중동·아프리카(4.4%)가 세계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단열 재료별로는 암면, 글라스울 등의 무기계단열재가 전체 단열재
수요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단열재 시장 전망 ]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아시아

31,400

33,200

35,100

37,100

39,200

41,400

43,800

5.7

북미

17,700

18,000

18,300

18,700

19,000

19,400

19,700

1.8

서유럽

17,500

17,800

18,100

18,400

18,700

19,000

19,400

1.7

동유럽

15,900

16,400

16,900

17,400

17,900

18,400

19,000

3.0

중동·아프리카

9,100

9,500

9,900

10,400

10,800

11,300

11,800

4.4

기타 지역

7,700

8,000

8,400

8,700

9,100

9,500

9,900

4.2

* 출처 : Smithers Apex, The Future of Sustainable Insulation Markets to 2018 윕스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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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 단열재의 범주를 무기계 단열재와 고성능 유기계 단열재로 설정할 때, 세계 고성능
단열재 시장 규모는 2017년 623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6.1%로 2023년엔
8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세계 고성능 단열재 시장 전망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세계
시장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무기계

57,500

59,500

61,600

63,700

65,900

68,300

70,700

3.6

고성능
무기계

4,800

6,300

8,100

10,600

13,700

17,800

23,200

30.0

소계

62,300

65,800

69,700

74,300

79,600

84,500

89,600

6.1

* 출처 : Smithers Apex, The Future of Sustainable Insulation Markets to 2018 윕스 재작성

 세계의 주요 고성능 단열재 제조업체에 있어, 무기단열재 부문에서는 Exceed Industries(UAE),
Knauf Insulation(독일), Rockwool(덴마크), Thermafiber(미국), YBS Insulation(영국) 등이
암면/미네랄울을,
Certain
Teed(미국),
CSR(호주),
Knauf Insulation(독일),
PFG
Fibreglass(대만), Yixing Fibreglass(중국) 등이 유리섬유/유리면을 생산하고 있음
 고성능 유기단열재 부문에서는 Aspen Aerogels(미국), Cabot(미국), Duo-Gard Industries(미국),
Thermablok(영국) 등이 에어로겔 단열재를, Construction Systems Marketing(영국),
Evonik(독일), Microtherm(벨기에) 등이 진공단열재(VIP)를 생산하고 있음

(2) 국내시장
 국내 단열재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5.7%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17,689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내 단열재 시장 규모 ]
(단위: 억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국내시장

12,684

13,407

14,171

14,979

15,833

16,735

17,689

5.7

* 출처 : 화학경제연구원, 건축자재 시장 분석 및 전망 2017, 윕스 재구성

 국내 단열 소재 시장에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분야는 단연 고성능 건축용 단열재 시장으로
18년 이후 개정 법령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하여 고성능 준불연 소재가 각광받고 있음
▪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고층화 건물들의 증가로 건축 자재 시장 중에서도 경량, 내진강화, 고내열
등의 고기능성 소재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실생활 안전과 직결되어 건출 내외부 마감재를
비롯하여, 가전기기, 가구, 인테리어 소재에도 범위가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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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존 미네랄울, 그라스울, 우레탄, 스티로폼 단열재보다 불연/준불연의 고성능 단열재가
주목을 받으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1.5배 ~ 2배 정도의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의무
사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 화재에 강한 고성능 단열재 시장 추이 ]

* 출처 : 화학경제연구원, 건축자재 시장 분석 및 전망 2017, 재구성

 국내 단열재 시장에서는 그 동안 저렴한 단가 때문에 유기단열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기존 유기단열재가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량이 높다는 점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으로 고기능성 유기단열재 및 불연성 무기단열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함
 국내에서는 KCC, 벽산, 한국유리, 한국하니소가 암면, 글라스울 단열재 등 무기단열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무기단열재 제품으로는 KCC의 세라크울(Cerakwool)과 브이팩 2.0(글라스울
심재의 진공 단열재), 오씨아이(OCI)의 에너백(ENERVAC, 흄드 실리카 원료의 진공단열재)
등이 있음. 또 고성능 유기단열재로는 벽산의 아이소핑크(Isopink), LG하우시스의 PF보드(발포
플라스틱 기재의 친환경 내화성 단열재) 등이 대표적임
 국내의 고성능 단열재 시장 규모는 2017년 2,469억 원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11.1%로
성장해 2023년엔 4,714억 원에 이를 전망
[ 국내 고성능 단열재 시장 전망 ]
(단위: 억 원, %)

구분

국내
시장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무기계

2,010

2,124

2,245

2,373

2,508

2,651

2,802

5.7

고성능
무기계

459

597

776

1,008

1,311

1,704

2,216

30.0

소계

2,469

2,721

3,021

3,381

3,819

4,243

4,714

11.1

* 출처 : Smithers Apex, The Future of Sustainable Insulation Markets to 2018 윕스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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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 초단열 유-무기 소재


초단열 소재인 에어로겔에 대한 국내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선진업체에서 진행 중이며, 국제규격 기준을 만족하고 현장 시공이 가능한 수준의 에어로겔
소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아직 대부분의 경우가 연구 단계에 머무르는 수준
▪ 단열소재용 에어로겔은 대부분 실리카가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경우 상용화 기술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 화학적 나노코팅방식(졸겔 및 자기조립단분자)을 이용하여 나노캡슐 에어로겔을 개발 및 이를
적용한 기포 콘크리트 고단열 소재 개발
▪ 연세대학교는 기존 재료의 기공 구조를 조절하여 고강도/고단열성 나노 다공성 에어로겔 재료(SiO2,
Al2O3, ZrO2)를 합성하는 연구를 아프리카와 공동 진행 중
▪ 인하대학교는 유-무기 복합 에어로겔 제조 연구로 탄소/실리카 복합구조의 초경량, 초단열,
고비표면적 초다공성 에어로겔 제조 연구가 진행 중

◎ 불연·준불연 재료의 기술개발
 최근 화재에 따른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내열성능을 강화한 단열소재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음
 대표적은 준불연·불연 단열재인 무기 단열재(글라스울, 미네랄울)는 인체에 유해성이 적은
친환경 제품 출시가 성장세
▪ 대표적인 불연 단열재인 글라스울 제조업체 KCC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오가닉 바인더를
적용하여 폼 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하로 방출되며, 유해물질을 첨가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출시함
▪ 특히 미네랄울은 열전도율이 낮아 우수한 보온, 단열효과를 발휘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벽산은
제조단계에서부터 자원순환 기술을 적용하여 GR(우수자원재활용) 인증마크, 환경표지인증 등을
보유한 친환경 자재로 주목
▪ 최근 친환경 무기질 단열재이며 MgO 무공해 시멘트와 공기를 혼합하여 제조되는 폼 시멘트(Form
Cement)를 세라코에서 개발 화재시 독성가를 배출하지 않고, 100% 친환경 불연 단열 제품
출시하여 단열성 0.0371W/mK, Rvalue 6, ASTM E-84-81a, 물흡수 저항성 ASTM
E96/E96M-10 등을 수준을 만족함

 또한, 열에 취약한 유기 단열재에 준불연 성능을 부여한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 폴리우레탄의 경우 유기소재이기 때문에 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한국다우케미칼은 국내 건축
및 보온 단열재 전문 제조기업 토이론과 공동연구를 통해 준불연 성능의 폴리우레탄보드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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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쉘보드는 세계최초 유지질단열재 원료인 EPS비드에 자체개발한 특허 난연 물질로 코팅막을
형성하여 열가소성 성질이 열경화성을 바뀌어 불에 노출된 부위에 탄화막을 형성시켜 화재의
확산을 차단하는 준불연 스트로폼을 개발함

 건축용 외장재 뿐만 아니라 바닥재, 인테리어 제품, 자동차 내외장재에도 준불연 성능 이상을
가지는 단열 소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최근 노루페인트는 난연성 수지와 난연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바닥재를 개발하여 불연재료 성적서와
환경마크를 취득함
▪ 바닥재 및 벽지 제품의 준불연 단열 성능을 부과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이 적고, 단열 효율의
높여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제품으로 다기능화
▪ 매트전문업체 파크론은 소비자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은박 PET를 적용한 단열재를 개발하여 원룸
등의 1인가구나 셀프 인테리어 수요자를 타깃으로 시장을 확보함
▪ 또한, 실내 에너제 절감을 위해 준불연 고기능 단열 소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울창호는 금속재
프레임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친환경 단열 커튼월을 개발하여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였으며, 커튼
등의 인테리어 제품 및 가구에도 준불연 소재 기술 적용이 증가하고 있음

◎ 진공단열재(Vacuum Insulation Panal : VIP)
 최근 들어 준불연 단열 소재에 대한 시장이 증가하면서 구조적으로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경량화가 가능한 진공 단열재 기술 경쟁이 치열함
 진공단열재는 기밀성을 갖는 외피재에 심재를 넣고 내부를 진공상태(1m bar이하)로 처리하여
밀봉한 단열재임. 외피재가 복사열을 반사시켜 진공 및 심재에 의해 전도와 대류가 억제되어
단열 성능을 발휘함
▪ 크게 2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분 및 가스를 흡착하는 흡착제(Getter 등), 외피재 및
심재(흄드 실리카, glass wool 등) 으로 구성됨
▪ 일반적인 단열재가 열전도율 값이 0.031 ~ 0.015W/mK의 단열성능을 가지는데 반면 진공단열재의
경우 0.0045W/mK이하(0.0028W/mK ~ 0.0039W/mK) 수준으로 폴리우레탄 단열재 대비 약 4 ~
10배 높은 성능을 가짐
[ 진공단열재 종류 및 구성 성분 ]
분류
수분 및 가스 흡착제

* 출처 :

종류

성분

흡착제

생석회(CaO), 제올라이트

Getter

BaLi4, CoO, BaO, ZrO2

외피재

금속, 플라스틱, 무기물, 알루미늄
호일

PP, PE, SiO2, Al

심재

흄드 실리카(Fumed silica)
유리섬유(Glass fiber, glass wool)

SiO2, TiO2, Al2O3

특허[냉장고 및 이에 구비되는 진공단열재(10-2014-0190409), 진공단열재 및 이를 구비한 냉장고 및 진공
단열재의 제조방법(10-2010-0096121), 훕착제 이를 포함하는 진공단열재 및 냉장고(10-2015-017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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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단열재 구조 및 사진 ]

* 출처 : 폐냉장고 내 진공단열재(VIP) 관련 최신 기술 동향 보고서 2017,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진공단열재의 경우 심재의 종류에 따라 열전도율에 차이를 보이며 내구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
▪ 유기계 심재들의 경우 흡착제를 반드시 사용하며 진공상태에서 심재 내부에 잔존가스가 분출되어
내부 진공압력을 상승시켜 내구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
▪ 반면 무기계 심재들은 진공상태에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특히 흄드 실리카 심재는 가지상의
나노입자 구조로 진공 상태가 아닌 대기압에서도 낮은 열전도율(0.020W/mK)을 나타내며, 내부
진공압력이 10mbar 까지 상승하여도 초기 연전도율 값의 변화가 거의 없어 단열성능이 오래 유지 됨
[ 진공단열재의 가스 침투에 따른 열전도율 변화 그래프 ]

* 출처 : BINE Themeninfo 1/2011 “ Insulation through Vacuums

 진공단열재의 경우 동일 두께대비 열전도율 성능이 매우 우수하여 전자기기 패널, 건축단열재,
가전제품 등 적용 제품군이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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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두께 대비 진공단열재의 열전도율 ]

* 출처 : OCI 중앙연구소

◎ 기술개발트렌드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에너지 소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단열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면서 단열재 수요가 꾸준히 상승세
▪ 일본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 기준 준수 의무화에 따라 단열재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일본
세관 통계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수입량이 2016년 대비 31.1% 증가하였으며, 제 4위 대일
수출국으로 2016년 기준 254만 달러를 기록함
▪ 건축물법 개정 외에도 ZEG Builder 인증제도, 리폼 권장 정책,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예정으로
정책적 뒷받침과 더불어 주택용 외에 병원, 호텔, 복지시설 등에서도 수요가 확대, 단열재 수요
시장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국내의 경우 초단열, 불연 단열 재료의 원천기술이 매우 부족한 상황
▪ 특히 단열 소재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실리카 기반 에어로겔의 경우 원료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정 수준의 물성을 만족하는 상용화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투자단계에 한정적임
▪ 세라믹 중공체를 이용한 단열 도료에 대해서는 KCC, 노루페인트 등 대기업 중심으로 특허 및
제품이 상용화 되고 있지만 도료화 시 분산 과정에서 중공체에 전달되는 전단응력에 의해 중공체가
파괴되고 고유한 단열특성이 저하되며, 도막 두께가 두꺼워 지는 문제점이 있음

 에너지 절감을 위해 벌크형 초 고단열재의 경우 진공단열재등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으나,
내화물 산업분야에 적용되기에는 소재의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가형의 벌크,
도포형태의 다용도 단열재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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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환경분석
 초단열, 준불연소재의 경우 건설 기초자재 중 하나로 전방 산업인 건축 산업분야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음
▪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경우 신규 분양 축소와 주택 매매거래 둔화로 위축되고 있으나 에너지 저감
정책에 따른 단열 원천재료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 고성능 유-무기 복합재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특히 기존 기술로 제조된 단열 소재보다
준불연 성능이 뛰어나면서 공정 단계에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건자재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추세
▪ 건자재업계의 경우 2018년 경영실적이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나 단열소재의 경우 꾸준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 2019년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국내 단열 소재 제조 기업 대부분이 건설, 조선, 자동차 등의 전방산업 침체로 성장폭은
낮지만 고성능 소재 수요 증가로 R&D 및 설비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단열 패널 소재의 경우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중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로 이전됨에
따라 내수 시장이 정체되는 반면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가 예상됨
▪ 또한, 단열 두께와 내화성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열 성능이 뛰어난 글라스울, 우레탄 패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일반EPS패널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음

 현재, 단열 소재의 후방산업인 원재료 시장의 경우 고성능 요구로 인해 단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고성능 유-무기 복합재의 경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특히 기존 기술로 제조된 단열 소재보다
준불연 성능이 뛰어나면서 공정 단계에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건자재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추세
▪ 에너지 효율 향상이 요구되면서 수송, 건축분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저탄소 사회에 선제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시장의 성장 잠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호율 단열 소재인 세라믹 소재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
▪ 특히 세라믹 소재의 경우 전자기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화학적 특성이 타소재보다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초단열 소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것으로 보임
[ 초단열, 준불연 소재 분야 대표 제품 ]
불연·준불연 성능의 무기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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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환경 및 화재에 따른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연·준불연 성능을 가지는 무기단열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최근 독일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 절감 제품인 진공 단열재(Vacuum Insulation Panel : VIP)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 고성능 진공 단열재(Vacuum Insulation Panel : VIP)로 글라스울 케터를 외피재로 감싸
진공상태에서 밀봉하거나, 실리카를 외피재로 사용하여 불연성을 가지며, 내구성이 우수한 고성능
단열재가 주목받고 있음
▪ 알루미늄 필름을 이용하여 발포 폴리에틸렌을 융착하여 반사형 단열재 또한 준불연의 내열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내구성이 우수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세라믹 중공체를 이용한 단열 도료가 지붕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차열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색상을 백색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섬유상태의 무기단열재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기단열재 시장 점유을
살펴보면 안면과 글라스울이 1/2를 차지하며, 비드법, 단열판이 40% 수준을 점유하고 있음

 또한, 고성능 단열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 Aspen Aerogels사 중심으로
에어로겔이 차세대 소재로 손꼽히고 있음
▪ 에어로겔의 경우 불연성 소재로 화재안정성이 우수하며, 열전도율이 낮아 응용 산업분야가 다양함



해외의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건축용 단열재 중심으로 규정 및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미국 소비재안전위원회(CPSC) 침구류 난연 표준 및 난연 규정 개정, 난연 침대 매트리스 사용
의무화 실시
▪ 유럽섬유규제위원회 유아용 및 가정용 인테리어, 건축물에 난연 제품 사용 의무화
▪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율 향상에 관한 법률 개정
▪ 일본의 경우 글라스울 제품 대비 더 저렴하고 경량화된 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알루미늄제 단열시트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에서 유통되는 단열 소재는 알루미늄 재질 외 탄소섬유, 규산염 나노입자, 진공단열재 등
첨단소재 제품이 높은 성장률을 보임
▪ 단열재 발포 가스인 프레온계 발포가스(CFC, HCFC, HFC) 사용 규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책방안으로 친환경 발포제를 적용한 단열재가 대두되고 있음.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압출발포단열재(XPS)의 규격화를 통해 제품을 양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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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국내의 경우 대기업의 중심으로 고성능 단열재가 개발되면서 업체별로 생산설비 투자 및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가 진행되고 있음
▪ 최근 화재로 인해 내화성능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에서 무기단열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단열재 시장의 70%를 차지하던 유기단열재 시장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

 현재 단열 소재 시장에서 건축분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건축 자재 업체의 단열 소재 투자가 성장세
▪ 특히 KCC, 벽산의 경우 무기단열재 중심으로 불연소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독과점 생산
체제로 주를 이루고 있음
▪ 고성능 단열재 생산이 증가하면서 불연, 준불연 소재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당 소재의 경우 대부분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 수익성은 증대될 것으로 보임
▪ 기존의 열전도율을 차단하는 부피 단열재와는 달리 고반사, 저방사 소재를 사용하여 복사열을
차단하는 반사형 단열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의 대표적인 단열재 생산 업체인 벽산의 경우 대표적인 무기단열재인 미네랄울
설비투자를 실시하였으며, 미네랄울의 경우 조선용, 산업용, 건축용, 패널용, 농업용 등
수요가 다양함. 정부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로 방화문 시장과 외단열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벽산은 미네랄울 설비투자로 연간 2.8만 톤 생산량을 6만 톤 규모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라스울 2호기 생산라인 증설을 완료함에 따라 연간 7만 톤 규모의 그라스울
생산능력을 확보해 분연 단열재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짐
▪ 또한, 친환경 유기질 단열재 생산라인을 대폭 증설하여 친환경 단열재 제품 생산규모를 2만
8,000톤으로 확대 시켜 급격한 성장세를 이룸

 무기단열재인 글라스울의 대표 국내 업체인 KCC도 세(細)섬유 생산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단열성능을 10%가량 개선하였으며, 친환경 고성능 단열재 개발하여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
▪ 글라스울 생산 설비 증축을 통해 무기보온 단열재의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이 검출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발수와 내구성을 강화하여 물과 습기에 강한 그라스울 제품을 출시함

 LG 하우시스는 유기 단열재인 페놀폼(PF) 생산 확대에 나선 상태이며, 신규 공장 증설을 통해
기존 300만m2(90평)대 생산 규모를 900만m2(272만평), 약 3배 수준으로 증설할 계획
▪ 최근 열경화성 수지를 발포시켜 알루미늄 면재를 적용하여 준불연 성능을 가지는 PF 단열재를
개발한 상태이며, PF 단열재는 자재의 두께도 얇아 실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국내의 경우 대표적인 단열 소재인 유리섬유, 탄소섬유, 에어로겔 등의 원재료 제조 기술이
부족한 상태이며 해외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원천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소재 자체의
국산화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내의 경우 단열소재의 자주화가 필요하며, 대체 소재 개발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응용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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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섬유 분야는 주요 연구개발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KCL,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기관

성명

직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홍주석

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변성원

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원

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용

단장

다이텍연구원

박성현

본부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장태연

본부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상철

본부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진범

책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재우

센터장

(2) 기관 기술개발 동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산업용섬유그룹은 산업융합섬유의 원료 합성/제조 기술, 고성능/고기능성
원료 소재의 섬유화 기술, 산업융합섬유의 섬유집합체화 기술, 산업융합섬유의 고차가공 기술,
산업융합섬유의 제품화 및 실용화 기술, 산업융합소재(제품)의 국제(국내) 환경규제대응 기반
기술, 산업융합섬유의 신뢰성 평가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음
 다이텍연구원은 유럽에서 전량을 수입하던 코스메틱섬유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면서
국산화의 초석을 마련했음
▪ 이번 연구로 개발된 기술은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경북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연구팀과 임상평가를
거쳤고, 국제표준(ISO 21232)으로도 등록된 상태임
▪ 다이텍연구원은 “보습·탄력 기능이 포함된 코스메틱섬유로 여성용 이너웨어 제품을 제작했고, 임상평가에
참여한 대상 중 90% 이상이 피부 보습과 탄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면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를 거쳤고, 현재 국가표준(KS K ISO 21232)을 제안한 상황이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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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발 업무 ]
주요업무
산업융합섬유의 원료
합성/제조 기술 개발

Ÿ
Ÿ
Ÿ

신규 특수 고분자 합성 및 제조 기술 개발
고성능/고기능성 고분자 개질 및 블렌딩 기술 개발
고기능성 나노 유무기 첨가제 및 상용화제 개발

고성능/고기능성 원료
소재의 섬유화 기술 개발

Ÿ
Ÿ
Ÿ
Ÿ
Ÿ

유무기계 극한성능 소재의 섬유화 기술 개발
친환경 및 바이오 유래 소재의 섬유화 기술 개발
고기능성 특수 나노섬유 제조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다중복합 이형단면 장단섬유 제조 기술 개발
범용 고분자 소재의 고성능/고기능 섬유화 기술 개발

산업융합섬유의
섬유집합체화 기술 개발

Ÿ
Ÿ
Ÿ
Ÿ
Ÿ

직접 방사형 복합 부직포 제조 기술 개발
다기능 단섬유 복합 부직포 제조 기술 개발
고기능성 3D 복합 직편물 제조 기술 개발
초고성능 섬유강화 복합재료 제조 기술 개발
고성능/고기능성 특수 복합 필름 제조 기술 개발

산업융합섬유의
고차가공 기술 개발

Ÿ
Ÿ
Ÿ

첨단 플라즈마 나노 표면 가공 기술 개발
다기능성 코팅 및 다층 라미네이팅 가공 기술 개발
고기능성 유무기 나노 입자 복합화 가공 기술 개발

산업융합섬유의 제품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

Ÿ
Ÿ
Ÿ
Ÿ
Ÿ

의료/위생/식품산업용 융복합소재의 제품화 기술개발
전기/전자재료용 융복합소재의 제품화 기술개발
환경/에너지산업용 융복합소재의 제품화 기술개발
수송용 융복합소재의 제품화 기술개발
토목/건축용 융복합소재의 제품화 기술개발

Ÿ
Ÿ
Ÿ
Ÿ
Ÿ

국제환경규제대응을 위한 제품함유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및 표준화
국내 화평법 및 유럽 REACH에 적합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소비자, 작업자, 환경)
환경규제대응 화학물질관리시스템 개발 (섬유산업, 화학산업 등)
정밀화학제품 및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대체물질 개발
기반기술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Ÿ
Ÿ

실제 사용 환경 하에서의 내구성 및 수명 예측 평가 기술 개발
신뢰성 평가기술의 표준화 및 업계 보급을 통한 실용화 기술 개발

산업융합소재(제품)의
국제(국내) 환경규제대응
기반기술 개발

산업융합섬유의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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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기술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는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기술,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기술,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기술,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기술,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 기술, 수송기기 부품용 복합 불연/준불연제품
개발 기술 등이 포함됨

요소기술

코드

설명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A

탄소 섬유를 이용한 초단열/준불연 소재 기술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B

실리카 등의 무기성분을 섬유에 코팅하거나,
방사용액에 첨가하여 방사하는 기술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C

에어로겔 소재를 섬유에 부여하는 기술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D

수지를 섬유(필라멘트)에 함침 하는 기술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E

다공성 나노소재를 적용한 단열소재 개발,
충진재 가공 기술 개발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F

무독성 불연(준불연) 코팅제 개발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G

차세대 고온환경 대응 및 극한 열환경 대응 초단열
준불연 보호복 제품개발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H

주거용 건물, 기업체 사옥 및 전시장 등에 적용될
구조재 표피재용 하이브리드섬유 UDprepreg 제조 및
구조재용 제품개발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

I

불연, 준불연 성능의 벽지, 바닥재, 차단막 등 토탈
인테리어 소재 개발

수송기기 부품용 복합
불연/준불연제품 개발

J

수송기기용 유무기 복합 불연/준불연 재 기술 개발 및
탄소, 아라미드 섬유와의 융합 등 구조 부품용 제품
개발

무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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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기술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분석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184

227

171

126

66

774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63

53

36

39

11

202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41

39

0

13

6

99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20

24

5

18

6

73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8

25

6

6

2

47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1

5

2

7

2

17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55

268

49

90

85

547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2

102

0

51

26

181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

2

102

0

51

26

181

수송기기 부품용 복합 불연/준불연제품 개발

69

99

41

100

51

360

합계

445

944

310

501

281

2,481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럽, 한국, 일본 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및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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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기술,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 기술은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A),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B) 분야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G)분야,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H),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I)에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긴 하지만 비교적 꾸준히 출원량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특허건수가 미미함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
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외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도 한국국적 출원인과 유사하게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긴 하지만
비교적 꾸준히 출원량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

141

전략제품 현황분석

나. 주요 출원인 분석
◎ 주요 기술별 출원인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주요출원인

국내 특허동향

•Teijin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

•대기업 중심

•Mitsubishi Rayon

•현대자동차

•Southern Mills

•LG하우시스, LG화학

•Hyundai Motor
•Hyundai Motor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

•平岡織染株式会사

•대기업 중심

•Ewald Dörken AG

•현대자동차, 코오롱

•한국섬유개발연구원

•LG하우시스, 한국윈텍

•코오롱
•기업 중심

•대원솔라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

•대원솔라

•에어론
•Honeywell International
•Ticona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

◯

•조용상, 티에프티

•EMS-CHEMIE AG

◯

•한국방재기술 등
•기업중심

•AMOGREENTECH

•AMOGREENTECH,

•Cohesive Systems
•Akzo Nobel Coatings

•한화케미칼, 충남대 등

International B.V.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에너지기술연구원
•중소기업,개인중심

•티에프티

•Covestro Deutschland
•Goodrich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에어론

•연구소 중심, 특허미미

•Sunpor Kunststoff

•한국과학기술원

•DU PONT
•Southern Mills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

수송기기 부품용 복합
불연/준불연제품 개발

◕

◔

◔

◓

•International

Textile

Group

•중소기업, 개인 중심
•마이다스, 블루인더스 등

•INNOTEX
•Schul International

•중소기업 중심

•Hilti Aktiengesellschaft

•ELLIM B.M.S

•Saint-Gobain Adfors
•Schul International

•Huvis Corpation
•중소기업 중심

•Hilti Aktiengesellschaft

•ELLIM B.M.S

•Saint-Gobain Adfors
•DU PONT, 현대자동차

•Huvis Corpation
•대기업 중심

•EMS-PATENT AG

•현대자동차 등

※ ●: 700건 이상, ◕: 500~699건, ◓: 300~499건, ◔: 100~299건, ◯: 10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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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LG하우시스, LG화학 등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코오롱, LG하우시스, 한국윈텍 등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활발한 분야로 Southern Mills,
International Textile Group, INNOTEX 등의 해외출원인에 의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에 의한 연구개발이 미미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 나타남

 그 외의 에어로졸(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
분야는 중소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특허 출원이 미미함

143

전략제품 현황분석

◎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한국은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기술분야,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기술분야의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분야의 특허활동이

 유럽은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기술분야의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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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34를 상회하는 국가로는 미국, 한국, 프랑스가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 특허 보유국은 미국, 네덜란드임
▪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한 시장력에 있어서 미국은 질적 수준 및 시장성이 높은 쪽으로 조사됨
▪한국은 시장력은 높으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프랑스는 시장성은 크나 질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미국

944

1.40

1.58

한국

445

1.41

0.23

일본

310

1.16

0.78

독일

177

1.32

0.60

네덜란드

81

1.32

1.33

프랑스

78

1.51

0.52

전체평균

51.69

1.34

1.24

◎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기술로 나타남
▪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기술 분야에서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기술,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기술분야는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공백기술 분야로 나타남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

◔

수송기기 부품용 복합 불연/준불연제품 개발

◓

※●:700건 이상, ◕:500~699건, ◓:300~499건, ◔:100~299건, ◯:10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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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요소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신축성 및 감촉이 우수한 메타 아라미드 직물 및 그의 제조방법, 에폭시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수지와 산무수물경화제를 바인더로 하여 복합섬유 소재를 인발성형 한
난연재료인 FRP 패널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
반도체 제조공장의 배기가스 덕트 및 배관용 불연성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의 제조방법, TPO 수지를 이용한 난연성 인조가죽
•난연성이 우수한 실리카 혼입 레이온 방적사 제조 방법, 메타계 아라미드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섬유의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위한 전처리 가공방법 및 위 가공방법에
이용되는 메타계 아라미드 섬유의 전처리용 조성물, 저독성 난연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제조방법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섬유 형태의 고분자/에어로겔을 포함하는 시트 및 그 제조방법, 단열재 측변
화염 침투 방지용 방염테이프, 난연, 흡음 및 방습기능을 겸비한 복합기능성
단열재, 에어로겔 함유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단열 블랑켓
•에폭시 수지와 산무수물경화제를 바인더로 하여 복합섬유 소재를
인발성형한 난연재료인 FRP 패널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보수보강공법, 콘크리트 구조물용 난연/준불연 내진 보강 섬유복합체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강공법, 불연성 섬유강화 플라스틱 보강 로드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터널 보수 보강공법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방한 절단방지 장갑 및 그 제조 방법, 소방복 및 화학보호복의 특수복용
원단 및 이에 의해 제조된 특수복, 방염성 및 통풍성을 구비한
산업안전작업복 제조방법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
수송기기 부품용 복합
불연/준불연제품 개발

•철도 차량과 버스 및 항공 탑승 트랩의 통로 연결막 소재의 제조방법 및 그
소재, 그래핀의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 난연성 탄소섬유/폴리카보네이트계
프리프레그를 이용한 적층 시트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에서는 신축성 및 감촉이 우수한
메타 아라미드 직물 및 그의 제조방법, 에폭시 수지와 산무수물경화제를 바인더로 하여 복합섬유
소재를 인발성형한 난연재료인 FRP 패널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
반도체 제조공장의 배기가스 덕트 및 배관용 불연성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의 제조방법, TPO
수지를 이용한 난연성 인조가죽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분야는 난연성이 우수한 실리카 혼입 레이온 방적사 제조 방법,
메타계 아라미드 섬유의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위한 전처리 가공방법 및 위 가공방법에
이용되는 메타계 아라미드 섬유의 전처리용 조성물, 저독성 난연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제조방법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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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기술에서 방한 절단방지 장갑 및 그 제조 방법, 소방복 및
화학보호복의 특수복용 원단 및 이에 의해 제조된 특수복, 방염성 및 통풍성을 구비한
산업안전작업복 제조방법 등이 중소기업 및 개인에 의하여 특허출원 되고 있으나, 연구개발의 양이
매우 미미함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에서는 섬유 형태의 고분자/에어로겔을 포함하는 시트
및 그 제조방법, 단열재 측변 화염 침투 방지용 방염테이프, 난연, 흡음 및 방습기능을 겸비한
복합기능성 단열재, 에어로겔 함유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단열 블랑켓 등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분야는 에폭시 수지와 산무수물경화제를 바인더로 하여 복합섬유 소재를
인발성형한 난연재료인 FRP 패널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 콘크리트
구조물용 난연/준불연 내진 보강 섬유복합체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강공법, 불연성 섬유강화
플라스틱 보강 로드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터널 보수 보강공법 등이 중소기업 및 개인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그 외에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수송기기
부품용 복합 불연/준불연제품 개발 기술에서 기업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기술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기술,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기
술로 나타남
▪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기술,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기술 기술은 현재 중소기업에 의한 특허활동이 일부 존재하며, 연구개발이
매우 미미한 분야로 중소기업의 진출시 경쟁회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사료됨
▪ 특히 불연/준불연 관련 분야는 중소기업 및 개인에 의한 연구활동이 미미하게 존재하는 분야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펼쳐야 할 분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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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 확정
[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분야 요소기술 도출 ]
요소기술

출처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

수송기기 부품용 복합 불연/준불연제품 개발

148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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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 선정
▪ 기술개발시급성(10), 기술개발파급성(10), 단기개발가능성(10), 중소기업 적합성(10)을 고려하여 평가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특허/논문 분석

→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

•품목별 전문가 요소기술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분류 조정·재정의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요소기술

선정평가

•전문가 추천

•평가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분야 핵심기술 ]
분류

핵심기술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소재 및 공정
개발

제품화
개발

개요
Ÿ

탄소 섬유를 이용한 초단열/준불연 소재 기술

Ÿ

실리카 등의 무기성분을 섬유에 코팅하거나, 방사용액에
첨가하여 방사하는 기술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Ÿ

에어로겔 소재를 섬유에 부여하는 기술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Ÿ

수지를 섬유(필라멘트)에 함침 하는 기술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Ÿ

무독성 불연(준불연) 코팅제 개발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Ÿ

다공성 나노소재를 적용한 단열소재 개발, 무기계 충진재
가공 기술 개발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Ÿ

차세대 고온환경 대응 및 극한 열환경 대응 초단열 준불
연 보호복 제품개발

Ÿ

주거용 건물, 기업체 사옥 및 전시장 등에 적용될 구조재
표피재용 하이브리드 섬유 UD prepreg 제조 및 구조재
용 제품 개발

Ÿ

불연, 준불연 성능의 벽지, 바닥재, 차단막
테리어 소재 개발

Ÿ

수송기기용 유무기 복합 불연/준불연재 기술개발 및 탄
소, 아라미드 섬유와의 융합 등 구조부품용 제품 개발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
수송기기 부품용 복합
불연/준불연제품 개발

등 토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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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초단열, 준분열 융복합 섬유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낮고 국내 시장 성장률이 5.7%로 세계
시장 성장률 8.16%대비 시장 발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남
 최고기술 보유국은 일본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일본 대비 89%의 기술격차를 보였으며
비교적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낮은 분야로 조사됨, 중소기업은 일본에 비해 평균 약
2.5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445건의 출원량을 보이고 특허 피인용지수가 0.23으로 최대
피인용지수를 보인 미국(1.58) 대비 많은 차이를 보임,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내 특허의 질과
경쟁력은 낮은 상태로 나타남
[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분야의 전략 캔버스(Strategy Canvas) ]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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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

초단열, 준불연 융복합 섬유의 개발 및 양산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고기능성 섬유
이용기술 개발
무기성분을
처리하는 기술
개발
에어로젤(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개발

초단열/준분열 소재
제조기술 및 공정기술
개발

인발성형 공정기술
개발
불연/준불연
소재(코팅제) 개발
다공성 나노소재
개발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고단열/불연
(준불연) 성능의
건축용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및
제품 개발

초단열 준불연 소재 제조
및 응용제품 양산화 기술
개발

수송기기 부품용
복합 불연/준불연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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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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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기술개발

단기개발

중소기업

비고
합계

시급성

파급성

가능성

적합성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기술

8.6

8.6

8

7.8

33

선정

무기성분을 섬유에
처리하는 기술

8.6

8.4

8.4

8.6

34

선정

에어로겔(aerogel) 제조 및
이를 이용하는 기술

8.6

8

8.2

8.4

33.2

선정

인발성형을 이용한 기술

8.2

8.4

8.2

8.2

33

선정

다공성 나노소재 제조 및
이를 적용한 단열제품 개발

8.8

8.4

8.2

8.2

33.6

선정

불연/준불연 소재 개발

8.4

8.6

8

8.4

33.4

선정

극한 환경 대응 안전보호복
제품 개발

9

9

8.6

8.2

34.8

선정

건축구조물 투습방수용
불연성 Wrapping 제품
개발

8.4

8.2

8

7.8

32.4

선정

고단열/불연(준불연)성능의
건축 하이브리드 보드 개발

9

8.4

8

8.2

33.6

선정

불연/준불연 인테리어 소재
개발

9.2

9

8.6

9

35.8

선정

수송기기 부품용 복합
불연/준불연제품 개발

8.6

8.2

7.2

7.2

31.2

초단열, 불연/준불연 건축용
제품 평가기술

7.8

7.6

7.4

6.2

29

철도, 크루즈선 초단열,
불연(준불연) 성능평가

7.8

7.6

7.2

6.2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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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유해
환경 차단 섬유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정의 및 범위
▪ 최근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에 의한 각종 미세먼지, 해충, 유해 자외선 등은 인간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환경을 차단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섬유 소재를 의미
▪ 유해환경 차단 섬유제품은 공기청정기 필터, 마스크, 유해물질 차단망, 유해물질 차단 의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대기환경 필터 관련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옷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의류 관리
2023년 약 108.2억 달러로 전망
•(국내)

대기환경

필터

관련

시장은

제품 시장 급증
2017년

약 •전방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유해환경

차단

4,116억 원에서 2023년 약 6,682억 원 규모로

섬유소재 분야뿐만 아니라 후방산업도 동반성장하고

성장할 것으로 전망

있는 형태

정책 동향

기술 동향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 예보제 도입과 •공기청정기, 마스크, 차단망 등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제품은 공통적으로 나노섬유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관련된 근거법(2013년 7월)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년 •도전섬유를 사용하거나 표면가공을 통하여 전하를
02월)을 시행함
컨트롤하여 미세먼지를 흡착 또는 탈리시키는 연구가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음

접근해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사회적 약자 •기능성 물질을 원사에 혼입하거나, 표면가공을 통해서
시설에 적용이 활발한 편. 실제 서울 영등포구는 지역 내
방충, UV차단 등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섬유소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사업’을 추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 나노섬유제조 기술

•(해외) Babcock & Wilcox Power Generation,
Alstom, Mitsubishi

•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

•(대기업) 셀트리온, 현대엔지니어링
•(중소기업)

애프티이앤이,

웰크론,

• 표면가공기술

티엔,

레몬,

에스와이피티, 코레쉬트레이딩

•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
•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보유 원천 기술의 활용으로 사업 다각화 시도
➜ 시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진행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차별화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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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최근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에 의한 각종 미세먼지, 해충, 유해 자외선 등은
인간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고 있음. 이러한 유해환경을 차단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마스크, 차단망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의
공통점은 섬유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임
▪ 공기청정기는 일반적으로 다단계의 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미세먼지를 필터링하는 필터는
부직포 소재가 사용되고 있음
[ 공기청정기 필터 구성도 ]

* 출처 : SKT Insight 홈페이지 제공

▪ 마스크는 여러 층의 섬유소재를 적층하여 미세먼지를 차단
[ 미세먼지 마스크 구조도 ]

* 출처 : 유한킴벌리

▪ 차단망은 모노필라멘트 원사를 메쉬 형태로 제작하여 나노웹섬유와 결합한 형태로 최근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창호에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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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환경 차단 창호 차단막 ]

* 출처 : OFEN

(2) 필요성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공업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 보유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한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몽골발 황사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키고, 특히 인체에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등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역학조사가 밝혀짐에 따라 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 오염기준 등이 각국 정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음



미세먼지는 대기중 고체상태의 입자와 액적상태의 입자의 혼합물로 공기역학직경이
10㎛이하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산업, 운송, 주거활동 등에 의한 연소나 기타
공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먼지와 황산염, 질산염과 같이 대기 중 반응에 의해 생성된 2차
먼지로 구분됨
▪ 현재 대기 중 [초]미세먼지2) 및 먼지 내 중금속3)의 포함 수준이 심각한 실정임
[ 미세먼지 1차 발생원 ]

[ 미세먼지 2차 발생원 ]

 실제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를 보면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와 일수는
2013년 1회(2일), 2014년 2회(4일), 2015년 3회(5일), 2016년 6회(7일), 2017년
6회(10일)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
2) 미세먼지 PM(Particulate Matter)10(㎛), 초미세먼지 PM2.5(㎛)
3) 초미세먼지 내 중금속 [주성분 : 납, 크롬, 카드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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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의 1시간 평균 농도 최대치 역시 2014년 192㎍/㎥, 2015년 245㎍/㎥,
2016년 373㎍/㎥, 2017년 423㎍/㎥ 등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
▪ 특히, 2017년 12월 30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95㎍/㎥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2018년 3월 25일 99㎍/㎥, 지난 14일 129㎍/㎥를 각각 기록하는 등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 서울 지역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횟수와 일수 ]

* 출처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웹사이트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음.
▪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 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음. 그러나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

* 출처 : 국토 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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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 예보제 도입과 관련된 근거법(2013년 7월)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 2. 15)을
시행함
▪ 미세먼지 예보는 대기질 전망을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해 알림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
동ㆍ식물의 생육, 산업활동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있어 국민의
참여를 구하기 위한 제도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기상정보와 대기예측모델 등을 활용하여
'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으로 예보함
[ 미세먼지 예보 등급 ]

[ 미세먼지 예보 내용 ]

 현재 대기정화 시장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이 가장 큰 수요를 형성하고 있음.
하지만 실내 인체 활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오염되는 실내공기를 공기청정기(설치되어있는
공간에만 한정적으로 정화)의 단독사용만으로는 효율성의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기청정기의 사용과 주기적인 환기가 함께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환기 시 앞서 제시한 실외
공기의 오염수준도 비교적 높아 실외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정화도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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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기 시, 외부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로인 창문에서부터
오염된 공기를 1차적으로 정화하여 [초]미세먼지 및 먼지 내 중금속에 따른 유해성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외 활동시 옷에 부착되어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많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간과되고 있으며, 세탁 후에도 그대로 남아, 의류를 건조하거나 정리하는 동안 공기
중으로 퍼져서 실내공기를 오염시킴
▪ 원천적으로 미세먼지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의류 개발이 필요
▪ 미세먼지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유연제, 미세먼지를 깨끗이 제거하는 세탁세제도 현재 시판되고
있음



외출할 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도 중요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약국·마트·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KF94·KF99 표시를 확인하면 됨
▪ ‘KF’는 Korea Filter의 줄임말로,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냄.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
▪ 다만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크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님. 마스크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그만큼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유해환경은 미세먼진 뿐만 아니라 모기, 진드기, 벼룩 등 각종 해충 등과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자외선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 이러한 유해환경을 섬유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기능성 가공제를
원단표면에 가공하거나 기능성 물질을 원사에 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방충가공은 현재까지는 퍼메트린(Permethrin)이라는 화학물질이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음. 이 물질은 피레스로이드계의 일반 합성화학물로 필수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옴 질환들에 비상응급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살충성분으로 최근에는 사용이 자제되고 있어,
이를 대체할 만한 천연의 방충가공제 개발이 필요
▪ 자외선 차단 섬유는 재료에 따라 ‘자외선 산란제’나 ‘자외선 흡수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가지를 혼합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자외선 산란제는 광학적으로 자외선을 산란시켜 투과자외선량을 감소시키는 첨가물. 초미립자
무기안료로 ‘이산화티타늄’ 등이 대표적. 높은 빛 굴절률을 이용해 자외선 산란 효과를 주어
피부 침입을 막아주는 방식. 자외선 흡수제에 비해 내구성, 안정성, 그리고 우수한 내열성으로
방사단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
- 자외선 흡수제는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해 열 또는 장파장 형태의 저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시켜
자외선의 작용을 소실시키는 역할. 자외선 흡수제는 자동차 내장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자외선 차단 기능은 소재와 색상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짐. 섬유 중에서도 폴리에스테르가
자외선 차단율이 가장 우수한 섬유로 알려져 있음. 색상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재에서 진한 색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반면, 열 흡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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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별 자외선 차폐율 ]

구 분

자외선 A

자외선 B

폴리에스테르

77.7%

95.5%

나일론

56.8%

63.7%

면

64.3%

68.5%

울

72.7%

91.4%

레이온

61.3%

65.0%

[ 색상별 자외선 차폐율 ]
구 분

자외선 A

자외선 B

백색 직물

81.2%

90.6%

진한 갈색 직물

91.3%

98.1%

161

전략제품 현황분석

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유해환경 차단 섬유제품은 공기청정기 필터, 마스크, 유해물질 차단망, 유해물질 차단 의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술별 분류 ]
분류
공기청정기
필터 소재

마스크

유해물질
차단망

상세 내용
•공기청정기는 공기에 포함되어있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로
여러 층의 필터로 구성되어 먼지, 꽃가루 등의 미세입자뿐만 아니라, 불쾌한 냄새 또한
제거함
•실내공간이라면 외부 공기를 차단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외출한다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
•현재 대기정화 시장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이 가장 큰 수요를 형성하고
있음. 하지만 실내 인체활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오염되는 실내공기를 공기청정기(설치되어
있는 공간에만 한정적으로 정화)의 단독사용만으로는 효율성의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고 있음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야외활동시 미세먼지가 옷에 붙어서 실내로

의류

유입되어 실내공기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내 유명 의류 브랜드들이 앞 다투어
미세먼지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의류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전방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동반성장하고 있는 형태

유해환경

차단

섬유소재

분야뿐만

아니라

후방산업도

[ 유해환경 차단 섬유 산업구조 ]
후방산업
고분자 소재,
금속 소재,
방충가공제,
UV차단 가공제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분야

전방산업

나노섬유
도전섬유
방충, UV차단 등 기능성 섬유
기능성 표면가공 원단

공기청정기,
창호,
마스크,
실내인테리어,
의류 등

 전방산업은 공기청정기, 마스크, 창호, 실내인테리어, 의류 등으로 구분
▪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나노섬유구조체가 필요. 필터를 다단구조로
설계를 하여 공기의 흐름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유해물질들을 차단
▪ 창호분야는 주로 방충망에 응용이 되며, 통풍이 잘되면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걸러줘야 함으로
모노필라멘트 메쉬와 나노웹 섬유의 복합 구조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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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인테리어 분야는 주로 커튼에 응용이 가능하며, 사가공 및 제편직 기술을 이용하여 공극을
제어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으며, 방충, UV차단, 항균, 소취 등 다양한 가공을 통하여
해충, UV 등 외부로 부터의 유해환경을 차단할 수 있음
▪ 의류 분야 역시 사가공 및 제편직 기술, 다양한 기능성 가공/기능성 원사, 도전사 등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음

 후방산업은 고분자, 금속, 기능성 가공제, 기능성 유/무기물 등의 소재 분야로 구성
▪ 나노섬유 제조에는 다양한 고분자가 사용될 수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고분자는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루오린화비닐리덴, 폴리에스테르 등
▪ 도전사 제조에는 주로 구리, 알루미늄 등의 금속성분이 사용됨
▪ 원단의 기능성 표면가공으로는 기능성 가공제를 원단표면에 가공하는 방법으로 적용
▪ 기능성 물질을 원사에 혼입하는 방식은 기능성 물질을 캡슐에 담지 하여 방사를 하거나 자체에
기능성을 보유하며, 기공성이 큰 제올라이트, 실리카 등의 무기물을 혼입하여 원사를 제조

◎ 용도별 분류
 공기청정기 필터 소재
▪ 공기청정기는 공기에 포함되어있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로 여러 층의
필터로 구성되어 먼지, 꽃가루 등의 미세입자뿐만 아니라, 불쾌한 냄새 또한 제거함
▪ 공기청정기에 미세먼지 제거 역할로 일반적으로 프리필터와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가 사용되고 있음. 이중 헤파필터는 공기 중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 에어필터로 등급에 따라
0.3㎛의 입자에 대해 85 ~ 99.975% 이상의 포집 능력을 가지며 필터의 여과지는 주로 직경 1 ~
10㎛ 이하의 유리 섬유로 되어있음. 반도체, 의료시설 등의 클린룸에서는 99.9975% 이상의 입자
포집능력을 가지는 울파(Ultra Low Penetration Absolute) 필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정용으로는 효율성이 낮아 거의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음
[ 공기청정기 헤파필터 구조 모식도 ]

* 출처 : https://analog2u.tistor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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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파필터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섬유조직에 의한 차단 및 충돌, 중력에 의한 입자침강, 입자의
브라운 운동, 정전기력에 의한 흡착 등을 이용하여 입자를 포집함. 99.75% 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H13 등급 이상을 트루헤파 필터라고 부르기도 함
[ 헤파필터 등급 ]

헤파등급

E10

E11

E12

H13

H14

U15

U16

U17

입자 제거율

>85%

95%

99.5%

99.75%

99.975%

99.9975%

99.99975%

99.9999%

E10-E12(EPA, 세미헤파 입자등급), H13-H14(HEPA, 헤파 입자등급), U15-U17(ULPA, 울파 입자등급)

 마스크
▪ 실내공간이라면 외부 공기를 차단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외출한다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
▪ 황사나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KF80’, ‘KF94’ 같은 표시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마스크의 원리는 단순히 미세한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충돌, 간섭, 중력침강,
확산 등의 물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마스크의 필터가 미세먼지 차단함
▪ 입자가 큰 미세먼지는 우선 중력에 따라 끌려 내려가다 그물에 걸림(중력침강). 공기는 무게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로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가지만, 입자는 경로를 바꾸지 못해
섬유 조직에 부딪혀 걸러지고(충돌), 그보다 작은 입자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경로를 바꾸긴
하나 충분히 피해갈 만큼 빠르지 않아 섬유 조직의 끝에 걸림(간섭). 0.1㎛ 이하의 매우 작은
입자는 공기의 흐름과 관계없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브라운 운동’을 하다가 섬유 조직에
흡착되면서 걸러짐(확산)

 유해물질 차단망
▪ 현재 대기정화 시장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이 가장 큰 수요를 형성하고 있음.
하지만 실내 인체활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오염되는 실내공기를 공기청정기(설치되어 있는 공간에만
한정적으로 정화)의 단독사용만으로는 효율성의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기청정기의 사용과 주기적인 환기가 함께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환기 시 실외 공기의
오염수준이 높아 실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차단이 필요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기 시, 외부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로인 창문에서부터 오염된
공기를 1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충망의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모노필라멘트와 나노웹 기술을 이용하여 모노필라멘트의 정전기와 나노웹의 미세기공으로 통풍은
잘되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외부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충망이 현재 시판되고 있음
▪ 이러한 차단망은 표면가공 또는 기능성 원사 등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각종 해충, UV도 차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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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차단망에 사용되는 나노섬유의 크기 ]

* 출처 : TN

 의류
▪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야외활동시 미세먼지가 옷에 붙어서 실내로
유입되어 실내공기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내 유명 의류 브랜드들이 앞 다투어
미세먼지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의류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표면전하가공 또는 도전사를 이용하여 의류의 표면
방지하거나 쉽게 탈리될 수 있는 제품

전하를

컨트롤하여 미세먼지의 부착을

▪ 또한, 현재 시중에는 미세먼지 흡착을 방지하는 섬유유연제, 섬유 속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세탁세제 등이 판매되고 있음
[ 미세먼지 흡착 방지 섬유유연제(左) 및 제거할 수 있는 세탁 세제(右) ]

* 출처 : 피죤

▪ 방충가공, UV차단 가공 또는 기능성(방충, UV차단 등) 원사를 사용하여 해충 방지, UV차단 등
유해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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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산업의 특징
 공기청정기는 냉장고, 세탁기에 이어 필수 가전으로 등극했으며, 2018년 국내 시장 규모는
2조 원대, 판매량은 200만 대 예상
▪ 공기청정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인 급속도로 확대되고 추세(2017년 대비 34% 성장한
2조 원대 규모 예상)
▪ 가전업계에서는 앞 다퉈 다양한 공기청정기를 선보이고 있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요즘 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마스크
▪ 편의점마다 마스크 품귀현상 발생,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량 급증
▪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만 300개 넘는 황사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700억 원으로 추정

 국내 창호 업계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다양한 창호 솔루션을
제시하며 적극 대응
▪ 미세먼지 차단망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유치원, 공공기관 등에서 수요가 높아지면서
조달청에도 관련 제품이 등록
▪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사회적 약자 시설에 적용이 활발한 편

 옷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의류 관리 제품 시장 급증
▪ 국내 대표 가전업계들 의류관리기 시장 경쟁 치열
▪ 유명 세탁세제 브랜드들 미세먼지 제거 제품 시장 출시
▪ 국내 의류 브랜드들 미세먼지 부착방지관련 다양한 상품 기획

 미세먼지보다 가는 나노섬유로 미세먼지 방지 기술 개발
▪ 한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작음. 연료가 탄 뒤 나오는 연소
입자는 2.5㎛, 꽃가루나 곰팡이는 10㎛에 불과하며, 머리카락 한올의 5분의 1에서 30분의 1가량
되는 크기임
▪ 이렇게 작은 먼지는 방진 시설이나 방진 마스크의 섬유 틈으로 마음대로 뚫고 들어와 인체 내로
유입됨. 이런 미세먼지를 걸러낼 섬유가 2017년 TN을 통해 개발되었음
▪ 폴리플루오린화비닐리덴(PVDF)나 폴리우레탄 같은 섬유 원료를 전기적 방사를 통해 약 300㎛
굵기의 실로 뽑아내는 데 성공했음. 머리카락 1000분의 1가량의 실이 만들어진 것임
▪ 나노 섬유는 대기정화 필터나 미세먼지 차단용 방진마스크를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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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미세먼지, 유해환경 차단 섬유와 관련된 산업은 대기오염과 관련된 시장으로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서 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
▪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소산화물 처리 분야 시장은 41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시장의 36%를
차지하며, 전기집진 분야가 33억 달러 수준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

 글로벌 대기환경 필터 관련 시장의 경우 2023년 까지 연평균 7.4%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108.2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글로벌 대기환경 필터 관련 시장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세계시장

7,040

7,560

8,130

8,730

9,380

10,070

10,820

7.4

* 출처 : Market & Markets, 2017, 재구성

 미세먼지 집진기 시장의 경우 아시아 지역이 가장 큰 시장으로, 개조설비 뿐 아니라 신규
설비도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 대다수 도시에서도 가스배출과 공기오염 증가로 공기 질이 매우 악화 되고 있어, 공기청정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지속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는 산업 시설이나 과학 실험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대규모 공기
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가정집과 일반 기업들은 의무 규제가 없어 값싼 제품을
선호하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
▪ 생활 노출 저감과 관련하여, 미국의 공기청정기 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2.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총 36억 달러로 추정

 일본
▪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가 한국을 거쳐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외에도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많아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 2011년 대기오염방지법을 시행한 이후 기업의 공해 방지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음. 기존 집진기
수요에 더불어 비제조업 및 가정용 수요가 더해져 일본 집진기 시장은 상승추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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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에 밀착되는 마스크, 화장품 등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가전분야는 국산(일제)
선호 경향이 커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쉽지 않음
▪ 생활 노출 저감과 관련하여 마스크, 공기청정기부터 미세먼지용 필터 장착 청소기, 스프레이, 유모차
커버, 공기질 측정기, 공기캔까지 다양한 품목이 유통되고 있음



중국
▪ 환경오염과 공기 질의 악화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일반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함
▪ 중국내 공업용 집진기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고, 집진기 중 백필터가 시장 전체의 60%를 차지고
하고 있음
▪ 노출 저감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 도시바와 Panasonic은 중국에 생산라인이 진출할 정도로 중국의
공기청정기시장이 방대해짐
▪

중국신문망의 보도에 따르면 2030년
3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함

중국의

공기

청정기술

관련

시장이

20조

위안(약

 유럽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다수의 화력발전소가 폐쇄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
공기청정기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럽의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높아 성숙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2) 국내시장
 국내 대기환경 필터 관련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5.7%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6,682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내 대기환경 필터 관련 시장 규모 ]
(단위: 억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국내시장

4,116

4,484

4,885

5,321

5,800

6,322

6,682

5.7

* 출처 : Market & Markets, 2017, 재구성

 국내 대기 관련 시장은 9%의 중견·대기업이 78%의 매출을 점유, 중소기업의 비중은
91%에 달하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주순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영세한 수준
 산업관련 집진기술 관련 기업으로는 POSCO, 대우조선, 우양이엔지, 현대제철, 한성더스트킹
등이 있으며, 중견기업 중 KC 코트렐, 포스코 ICT 등은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공기청정기와 관련하여 국내 시장은 세계 시장보다 높은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술의
국산률을 낮음. 관련 기업은 삼성전자, 유니셈, LG전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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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청정기의 경우 필터 등 2018년에 국내만 200만대 매출이 예상됨
▪ 황사마스크 등 마스크류는 2017년 기준, 700억 원대 시장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연간 30%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KC코트렐) 배기가스처리설비 등 환경설비 사업, 환경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중국에서 실증사업을 수주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대기 개선사업에 진출함
 (포스코 ICT) 산업현장의 분진을 Micro pluse, 배기가스의 유해물질을 저온 플라즈마
공법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보유함. 2015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제철소, 발전소 등 대형
시설들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제이텍)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집진기술을 개발함. 이외 지식재산권과 환경신기술 인증
확보 등 자체 기술력을 확보함
 (서울샤프중공업) 습식전기집진기를 이용한 탈황설비 시장의 95%를 점유함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위닉스 등이 공기 청정기를 대표하는 기업이며, 에어워셔 방식을
채택하거나, 건조기, 의류 관리기 등 대형화, 고급화 되는 추세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2017년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8년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2018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집진·저감 기술과 관련하여, 종전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고효율 저감
기술(집진·탈황·탈질)을 개발하고, 그간 간과되었던 응축성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기술도 개발
예정임

▪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대·중소사업장 대상 비용효과적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공동 실증을 통해
기술확산을 추진중임(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증설비 제작에 20억원을 지원 예정임)
▪ 도로, 지하철, 건설현장 등 다양한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미세먼지 노출저감 기술과 관련하여, 신소재 필터 및 핵심부품 개발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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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최근 공기청정기, 마스크, 차단망 등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제품은 공통적으로 나노섬유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 미세먼지 포집 모식도 ]

* 출처 : 생명공학연구원 제공

 또한, 도전섬유를 사용하거나 표면가공을 통하여 전하를 컨트롤하여 미세먼지를 흡착 또는
탈리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그 외, 기능성 물질을 원사에 혼입하거나, 표면가공을 통해서 방충, UV차단 등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섬유소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공기청정기 필터 기술
 공기청정기의 핵심 기술은 압력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임
 최근, 재료연구소에서는 일반 부직포 필터에 알루미늄 나노 구조체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알루미늄 전도성 섬유 필터 소재를 개발하여 기존 시판되고 있는 헤파(HEPA) 필터와
비교, 미세먼지 제거 효율과 에너지 효율 모두 10배 높다고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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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전도성 섬유 필터 소재 제조 과정 ]

* 출처 : 철강금속신문 제공

▪ 기공이 큰 일반 폴리머 부직포 필터에 3~10나노미터(㎚) 두께의 알루미늄 나노 구조체를 고르게
코팅해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필터 소재를 개발, 미세먼지 제거 효율과 압력 손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
▪ 개발한 소재에 인위로 고전압을 넣어 주면 주변에 강한 전기장을 형성하고, 미세먼지와 필터
사이에는 전기 인력이 극대화
[ 미세먼지 제거 효율 비교 ]

[ 압력 손실 비교 ]

* 출처 : 철강금속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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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필터 기술
 미세먼지 마스크의 핵심은 호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함.
충돌, 간섭, 중력 침강, 확산으로 잡히지 않는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까지 걸러내기 위해
정전기를 입힌 필터를 사용
▪ 미세먼지를 걸러내기 위해 2만5,000볼트 이상의 초고압 전류로 정전 처리된 정전 필터를 사용
▪ 정전처리의 기술 차이는 얼마나 균일하게 고전압의 정전기를 섬유 조직에 입힐 수 있느냐, 섬유
조직에 입힌 정전기를 얼마나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 일종의 표면장력을
만들어 정전기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고차원적 기술

◎ 방충가공 기술
 인섹트쉴드(Insect Shield)라는 기술은 퍼메트린(Permethrin) 성분을 섬유에 특수 가공한 공법으로
해충의 접근을 막는데 효과적인 섬유. 섬유로 사용시에 영유아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
▪ 모기, 진드기, 개미, 파리, 벼룩 등 각종 해충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UV차단기능(UPF50+)도
포함하고 있으며, 70회 이상 세탁시에도 90%이상 효과 유지
▪ 벌레로 부터 97%이상 효과가 있으며, 벌레들이 옮기는 지카, 댕기, 라임병을 막을 수 있음
▪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피부를 보호
▪ 세탁기로 세탁이 가능하며, 70회 이상 세탁시에도 모기 방지 효과는 약 90%, 진드기 방지 효과는
약 98% 유지
[ 인섹트쉴드 가공 원단의 성능 ]

* 출처 : 익섹트쉴드 매쉬 클로스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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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트렌드
 최근 미세먼지 입자보다 작은 크기의 기공을 형성하여 공기의 흐름은 최대한으로 유지를
하며,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나노섬유가 각광을 받으면서, 공기청정기 필터, 마스크
필터, 창호 등에 적용이 되고 있음
 사가공을 통해서 원사에 벌키성을 부여하고, 제편직 기술을 이용하여 공극을 제어함으로써
미세먼지, 꽃가루 등을 포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로 커튼이나 차단막에 적용되고 있음
[ 벌키사에 의한 흡진 메카니즘 ]

[ 사가공 직물의 꽃가루 흡착 사진 ]

* 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정보 제공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교통, 산업 활동 등으로 생기는 질산염(NO3-), 암모늄(NH4+),
황산염(SO42-)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 입자는
모두 극성을 띄고 있어서 양전하와 음전하에 의해 서로 척력, 인력에 따라 섬유 조직에 흡착
또는 탈리됨. 최근에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흡착 또는 차단하는 가공기술
또는 도전사를 응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세탁을 요구하는 섬유제품의 경우 기존 표면가공에서의 세탁내구성 한계를 극복하여 기능성을
반영구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 기능성 물질들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이 최근 많이 소개되고 있음


방충가공제로 현재까지는 성능이 가장 우수하며, 인체에 안전하다고 보고되어진
퍼메트린(Permethrin)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성분이 영유야 독성에 대한
우려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 Patagonia를 비롯한 아웃도어 선도 브랜드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질의 방충가공제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기 및 진드기 기피제 중 18개 품목을 안전성과 유효성
기준 미달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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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미국의 에너지, 플랜트 분야 전문 기업인 Babcock & Wilcox Power Generation은 집진
장치 등의 공기오염 제어 시스템, 연속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처리시스템 등
대기 유해오염 물질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주된 시장으로는 서유럽 및
남아시아 지역의 질소산화물 처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임
 프랑스의 다국적 운송 및 발전 설비 업체인 Alstom은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질소산화물 처리
시장 및 인도, 호주, 남아시아 탈황설비 시장에서 강세임. 유럽 및 남아시아 지역에 지사를
두고 전기집진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General Electric사는 탈황설비 분야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련분야 시장의
21% 점유율을 차지
 일본의 Mitsubishi사는 오염물질 배출 감축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전기집진 장치, 질소산화물 처리, 탈황설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남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Marsulex Environmental Technologies사는 배연탈황설비, 선택적 환원촉매, 미립자 제어
기술에 대한 장비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북미 및 유럽 지역의
탈황설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Dyson사는 선풍기, 온풍기가 결합된 공기청정기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으로 공기청정기 상태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최근 디자인을
중시한 가전 벤처기업(Balmuda, Cado 등) 중 하나로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레바논에 본사를 둔 다국적 헬스케어 회사인 Benta는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습식
에어워셔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처리 성능이 미약함. 유사 기업으로는
Air-O-Siwss등이 있음
 Siemens사는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환경 및 기후보호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기술 및 환경보호에 중점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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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필터 소재나 마스크 소재로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은 애프티이앤이, 웰크론,
티엔, 레몬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각 기업별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에프티이엔이(FTENE)는 나노섬유를 개발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창호 차단막, 산업용
필터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음
▪ 초미세먼지 90% 이상 걸러주는 마스크를 개발하여 CJ 계열사인 에스지생활안전에 OEM으로
생산한 나노마스크를 납품하고 있으며, ‘테크노웹마스크’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도 판매하고 있음
▪ 또한, 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테크노웹 나노방진창’을 개발해 다양한 형태의 창호 제품으로 공급

 웰크론은 초극세 나노섬유 필터를 제조할 수 있는 부직포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 소재와 호흡마스크 소재 사업 확대. 지난 2006년과 2010년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필터 제조 공장에 1호기와 2호기를 도입한 바 있으며, 최근 3호기를 도입하여 본격
가동하여 시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
 티엔은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300nm 굵기의 나노섬유를 생산하는데 성공
▪ 폴리플루오린화비닐리덴(PVDF)/폴리우레탄을 원료로 전기방사를 통해서 나노섬유 제조에 성공하여
방진망용 나노원사를 개발하여 대형마트에 출시
▪ 나노 메쉬 구조로 이루어져 공기순환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며, 가시광선과 자외선 차단 효과도 우수

 나노섬유 소재업체 레몬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자사 공장에 2020년 5월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라인 3개 동을 증설하고, 200여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하였음
 에스와이피티는 200~300nm 나노섬유 그물망 코팅 제품으로 미세먼지 포집율이 우수한
미세먼지 창문필터 ‘숨틀’ 시판 중
 공기청정기 필터 전문 기업 코레쉬트레이딩은 ‘오픈(OFEN) 자연환기창’을 출시. EVA
코팅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정전기력으로 고성능의 집진효율을 보임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환경으로 덕을 보는 곳은 가전업계 외에 의약업계, 뷰티업계,
식품업계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넓은 범위를 영위하는 산업.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마스크,
유해물질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가 있는 ‘안티폴루션(Anti-pollution) 제품의 성장으로
유해환경 차단 섬유 제조업체 또한 성장 중

 셀트리온, 두레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황사와 미세먼지에 의해
유발된 염증을 완화시키는 천연식물 추출물” 기술 개발을 진행 중
 켄텍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중금속 시료 포집이 동시 가능한 미세먼지 자동 측정 장치”를 개발
 현대엔지니어링와 그렉스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구협력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주방용 급기 디퓨저 및 이를 이용한 주방환기 연동시스템”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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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맥스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천연추출 혼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미세먼지에
의한 피부자극 및 피부염증 완화 조성물”을 개발
 KC코트렐 배기가스처리설비 등 환경설비 사업, 환경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중국에서 실증사업을 수주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대기 개선사업에 진출
 포스코ICT는 산업현장의 분진을 Micro pluse, 배기가스의 유해물질을 저온 플라즈마
공법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보유함. 2015년 이후 중국에 진출하여 제철소, 발전소 등 대형
시설들로 사업을 확대 중
 국내 중소기업 제이텍은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집진기술을 개발함. 이외 지식재산권과
환경신기술 인증 확보 등 자체 기술력을 확보
 서울샤프중공업 습식전기집진기를 이용한 탈황설비 시장의 95%를 점유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위닉스 등이 공기 청정기를 대표하는 기업이며, 에어워셔 방식을
채택하거나, 건조기, 의류 관리기 등 대형화, 고급화 되는 추세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미세먼지 제품 관련 산업 업체 ]
업체명
크린앤 사이언스
에프티이앤이
웰크론
케이엠
오공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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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목 및 특징
각종 여과지 및 필터 등을 생산, 판매
나노 섬유를 사용한 각종 섬유제품과 필터 등을 판매
극세사를 이용한 청소용품 및 마스크 등을 생산
일회용 마스크(KM Face Mask) 등을 생산
마스크 등의 산업용 소모품 판매
황사용 마스크인 황사미세먼지마스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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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차단 섬유소재는 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 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차단 섬유 분야 주요 연구인력 현황 ]
기관

성명

직급

다이텍연구원

민문홍

본부장

다이텍연구원

전재우

팀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복진선

본부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서말용

본부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이승환

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대영

그룹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여상영

수석

서울대학교

고승환

교수

경북대학교

김한도

교수

한국폴리텍대학교

문상현

교수

고려대학교

나자현

교수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분야 주요 연구개발 기관
▪ 다이텍연구원
- 섬유 기능성 표면가공기술
-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섬유 제조기술
- 기능성 물질 캡슐화 및 섬유 가공기술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사가공 및 제편직 기술
- 부직포 및 나노섬유 제조기술
- 기능성 물질 원사 혼입기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부직포 및 나노섬유 제조기술
- 기능성 물질 원사 혼입기술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생명자원연구소
- 방충성능 천연물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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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기술개발 동향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대상 시설 및 장비 지원
▪ 나노섬유 제조 및 기능성 표면가공 시제품 생산지원
- 부직포 시제품 생산 인프라 활용 나노섬유 생산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시방사 인프라 활용 기능성 물질 혼입 방사 시제품 생산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기능성 후가공 인프라 활용 기능성 표면가공 시제품 생산지원
(다이텍연구원)
▪ 각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분석 인프라 활용 성능 분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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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기술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기술은 기존 섬유 기술에 추가적으로 나노섬유제조 기술, 내구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표면처리 기술, 필터 구조 설계 기술, 기능성 물질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
사가공 및 제편직 기술을 이용한 원단 공극 제어 기술, 도전 섬유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됨

요소기술

코드

설명

나노 섬유 제조 기술

A

전기방사, 멜트블로운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수준의 굵기를 가지는 섬유를 제조하는
기술

B

유해환경 차단 소재로 이용되는 나노섬유웹의
내구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코팅 기술, 전도성
소재를 이용하여 정전기에 의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기술

C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하여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의
차단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필터의 구조설계 기술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

D

항균/항바이러스, 방충, UV차단 등의 유해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질을 원사
제조시에 혼입하는 기술로 기능성을 반영구적으로
발현하는 기술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

E

사가공 및 제편직 기술 또는 나노섬유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원단의 공극을 제어함으로써 미세먼지,
진드기 등 미세한 크기의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기술

F

도전섬유 제조 및 이를 이용한 제편직 기술로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여 미세먼지 흡착을
방지하는 기술

표면 가공 기술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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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기술의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분석함
▪ 출원인 국적별 요소기술별 특허동향에서 한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유럽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나노 섬유 제조 기술(A)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국적의 출원인의 출원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 다음으로 일본, 미국, 유럽국적
순으로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나노 섬유 제조 기술

1315

509

667

243

155

2889

표면 가공 기술

90

151

118

39

26

424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

33

42

12

10

17

114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

56

6

12

8

1

83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

35

24

8

3

1

71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

8

7

1

1

2

19

합계

1537

739

818

304

202

3600

▪ 표면가공기술(B)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한국, 유럽 국적 순으로 많은 특허 출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C)에서도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일본, 유럽 국적 순으로 많은 특허 출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D)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유럽, 미국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E)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유럽 국적순으로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F)은 한국국적의 출원인과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기술요소에 비해 출원량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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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 및 외국국적의 출원인 모두 나노 섬유
제조 기술(A)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노 섬유 제조 기술(A)을 제외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D),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E)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표면가공기술(B),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C)은 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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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관련 기술 중 나노 섬유 제조 기술(A)이 10년
전부터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노 섬유 제조 기술(A)과
상대적으로 표면가공기술(B),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C),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D),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E),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F)은 많은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국적의 나노 섬유 제조 기술(A) 특허출원량은 2015년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후,
2016년에는 출원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국적의 특허출원량도 2016년에는 출원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표면가공기술(B)은 한국국적 출원인의 출원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외국국적
출원인의 출원량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의 요소기술은 출원량이 미비하여 경향성을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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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 주요 기술별 출원인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주요출원인

국내 특허동향
•기업 및 학교 중심

•에프티이앤이
나노 섬유 제조 기술

●

•에프티이앤이,

아모그린텍,

•아모그린텍

효성, 전북대학교 산학협력

•Shinshu University

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표면 가공 기술

●

•3M

•기업 중심

•Toray

•에프티이앤이,

•에프티이앤이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

◔

•Daicel

•기업 중심

•Philip Morris

•평화엔지니어링, 대코시스템,

•평화엔지니어링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

◯

◯

•중소기업/연구소 중심

•초고온재료연구소(일본)

•비비씨, 차세대융합기술연구

◯

소, 국일신소재연구소 등

•아모그린텍

•중소기업 중심

•Hollingsworth & vose

•아모그린텍,

•3M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

리트코 등

•비비씨

•Suminoe Textile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

아모그린텍,

동화 바이텍스 등

클푸,

웰크론,

모던인테크 등

•Philip Morris

•연구소 중심

•Hemoteq AG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한국

•도레이케미칼

섬유개발 연구원

※ ●: 400건 이상, ◕: 300~399건, ◓: 200~299건, ◔: 100~199건, ◯: 100건 미만

 나노 섬유 제조 기술(A)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나노 섬유 제조 기술(A)분야는 에프티이앤이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모그린텍과 Shinshu University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표면가공기술(B)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표면가공기술(B) 분야는 3M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Toray,
에프티이앤이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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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C)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C) 분야는 Daicel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Philip Morris, 평화엔지니어링 순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D)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D) 분야는 비비씨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의 초고온재료연구소, Suminoe Textile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E)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E) 분야는 아모그린텍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Hollingsworth & vose 과 3M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F)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F) 분야는 Philip Morris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Hemoteq AG, 도레이케미칼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나, 출원량이 많지 않음

◎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한국 출원인은 상대적으로 표면가공기술(B)기술 분야의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D)과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E)의 특허출원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출원인은 상대적으로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D)분야의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C)과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F)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출원인은 상대적으로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F)분야의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표면가공기술(B)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출원인은 상대적으로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E)분야의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D)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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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08을 상회하는 국가로는 다출원 상위 6개 국가 중 중국, 독일, 미국, 네덜란드가
있으며, 특허의 평균적인 질적 수준이 높은 특허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임
▪ 미국은 중국과 독일에 비해 시장력 수준이 낮지만,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시장성 역시 높은 국가로 나타남
▪ 한국은 개별 특허의 평균적인 시장력이 다출원 상위 6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장력 총량은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총량 개념(특허출원수 X 평균 PFS)에서는 시장력 총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독일은 개별 특허의 평균적 시장력이 큰 국가에 속하지만, 질적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PFS

CPP

(Σ패밀리수/Σ특허수)

(Σ피인용수/Σ특허수)

1.03

0.08

818

1.04

0.16

미국

739

1.11

1.20

독일

101

1.35

0.27

중국

64

1.48

0.00

네덜란드

51

1.10

0.00

전체평균

88

1.08

0.81

국가

특허수

한국

1537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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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나노 섬유 제조 기술(A)과
표면가공기술(B)이고, 공백기술은 특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D),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E),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F)로 나타남
▪ 경쟁이 치열한 기술중에서도 나노 섬유 제조 기술(A)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노 섬유 제조 기술(A)에 비해 표면 가공 기술(B)이 덜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기 2개의
요소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요소들은 공백기술로 나타남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나노 섬유 제조 기술

●

표면 가공 기술

●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

◔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

◯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

◯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

◯

※ ●: 400건 이상, ◕: 300~399건, ◓: 200~299건, ◔: 100~199건, ◯: 100건 미만

◎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요소기술
나노 섬유 제조 기술

표면 가공 기술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

186

최근 핵심기술 동향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나노 섬유 제조방법, 나노 섬유를 이용한 필터
제조방법
•정전필터 제조용 유전체 분말을 포함한 섬유 표면 처리하는 기술, 친수성
고분자를 이용한 코팅 기술

•활성탄소에 다종의 물질을 적용하여 필터를 제조하는 구조 기술

•황화아연을 첨가한 폴리올레핀 원사 제조기술, 폴리케톤을 적용한 섬유,
연교 추출액을 이용한 섬유 기술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

•직물의 표면층과 이면층이 다르게 표출되는 이중직화된 직조 구성 기술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

•자가 회복 물질을 이용한 미세먼지 흡착 방지 기술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과 연구소가 주로 연구를 이끌고 있음
▪ 나노 섬유 제조 기술(A)분야는 다양한 소재를 적용, 나노섬유로 제조하는 기술과 상기 나노섬유를
이용한 필터 부재를 제조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표면가공기술(B)분야는 유전체 분말을 포함한 섬유에 코로나 방전처리하는
정전친수성고분자를 이용한 코팅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면기술과,

▪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C)분야는 탄소섬유를 제조하고, 염기
수용액에서 수열 처리, 이산화티탄을 나노튜브형태로 탄소나노섬유의 내외부로부터 외부 신장하고,
산화하여 활성 탄소 나노 섬유 복합체인 필터를 설계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D)은 황화아연을 첨가한 폴리올레핀 원사
제조기술, 폴리케톤을 적용한 섬유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E)은 경사로 사용된 섬유가 단면형상으로
이형화되고 섬유 올이 저교락 고권축사로 가공한 섬유와 위사로 사용된 섬유가 모우와 루우프가
발현되도록 유사면 형상으로 가공된 위사용 섬유로 직조된 직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F)분야는 자가 회복하는 소재를 이용하여 다공성 표면을 생성하는
기술을 통해 오염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기술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D),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기술(E),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F)과 관련된 기술로 나타나며, 상기 3개의 기술요소 모두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로 나타남
▪ 상기 3개 기술요소 외에도 나노 섬유 제조 기술(A), 표면가공기술(B),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C) 역시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로 나타남. 다만, 상기 기술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개발하려는 기술과 관련된 장벽특허가
존재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신규 중소기업이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기술 분야를 연구한다면, 기업 외에 연구소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공공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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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 확정
[ 미세먼지 유해환경 차단 섬유 분야 요소기술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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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출처

나노섬유제조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표면가공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천연유래 방충가공제 제조 및 원단 가공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미세먼지 차단 섬유 평가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 선정
▪ 기술개발시급성(10), 기술개발파급성(10), 단기개발가능성(10), 중소기업 적합성(10)을 고려하여 평가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특허/논문 분석

→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품목별 전문가 요소기술
분류 조정·재정의

•전문가 추천

→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요소기술

선정평가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평가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분야 핵심기술 ]
분류
나노 섬유
기술

핵심기술

개요
Ÿ

전기방사, 멜트블로운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수준
의 굵기를 가지는 섬유를 제조하는 기술, 유해환경 차단 소재로
이용되는 나노섬유웹의 내구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코팅 기술

Ÿ

유해환경 차단섬유의 표면을 개질하여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의
흡착효율을 높이는 기술, 전도성 소재를 이용하여 정전기에 의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기술

Ÿ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하여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의 차단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필터의
구조설계 기술

Ÿ

항균/항바이러스, 방충, UV차단 등의 유해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질을 원사 제조시에 혼입하는 기술로 기
능성을 반영구적으로 발현할 수
있음

Ÿ

사가공 및 제편직 기술 또는 나노섬유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원
단의 공극을 제어함으로써 미세먼지, 진드기 등 미세한 크기의 유
해물질을 차단하는 기술

Ÿ

도전섬유 제조 및 이를 이용한 제편직 기술로 정전기 발생을 최
소화하여 미세먼지 흡착을 방지하는 기술

나노섬유제조 기술

표면 가공
기술

표면가공기술

필터 기술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

원사 혼입
기술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

원단 공극
제어 기술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도전섬유제조
및 제편직
기술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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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낮지만 국내 시장 성장률이
8.94%로 세계 시장 성장률 7.43%대비 시장 발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최고기술 보유국은 유럽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유럽 대비 79%의 기술 격차를 보였으며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 조사됨, 국내 중소기업은 유럽에 비해 평균 약 3.6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1,537건의 출원량을 보이며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특허 피인용지수가 0.08로 최대 피인용지수를 보인 미국(1.2) 대비 많은
차이를 보임,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내 특허의 질과 경쟁력은 낮은 상태로 나타남
[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분야의 전략 캔버스(Strategy Canvas) ]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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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차단 섬유의 개발 및 양산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나노섬유 방사기술
나노섬유
Layer구성 및
제품화 기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나노섬유 제품개발

유/무기 하이브리드
기능성표면가공제
표면전하 control
기술

표면가공기술을 통한
유해환경 차단 섬유제품
개발

표면가공기술 및
제품화 기술
활성탄소 섬유 등
필터 소재 개발
기술

유해환경 차단 필터 개발

필터 구조 설계 및
모듈화 기술
기능성 유/무기물
제조 기술
기능성 유/무기물
원사 혼입 기술

기능성(향균/방충/UV 차단
등) 원사 제품 개발

원사 사가공 기술
원단 공극 제어기술을
통한 차단 제품 개발
공극제어 제편직
기술
도전섬유 제조
기술
도전섬유를 이용한
제편직 및 상품화
기술

도전섬유 및 이를 이용한
미세먼지 차단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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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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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술개발

기술개발

단기개발

중소기업

시급성

파급성

가능성

적합성

나노섬유제조 기술

9

9

8

8.2

34.2

선정

표면가공기술

8.4

8.9

8.6

8.2

34.1

선정

다양한 유해환경
유발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 기술

9.4

9.6

8.2

8.6

35.8

선정

기능성 유기 또는 무기물을
원사에 혼입하는 기술

8.6

8.8

7.8

7.6

32.8

선정

원단의 공극을 제어할 수
있는 사가공/제편직

8.6

8.6

8.2

8.4

33.8

선정

도전섬유 제조 및 제편직
기술

8.6

8.8

8.4

8.6

34.4

선정

천연유래 방충가공제 제조
및 원단 가공기술

7.5

6.4

7.3

6.1

27.3

미세먼지 차단 섬유 평가
기술

6.7

6.6

6.1

5.3

24.7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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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정의 및 범위
▪ 친환경 섬유소재는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는 섬유로 환경보존 및 정화,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생분해성, 무공해, 유해물질 차단, 폐기물 재활용의 기능을 가지는 천연
또는 합성 섬유소재를 의미
▪ 친환경 가공 고부가 섬유는 섬유 소재에 잉크젯 또는 초임계 유체, 플라즈마, 액체 암모니아 등과
같은 초절수, 에너지 절감 등의 친환경적 기능성 부여 가공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차별화 고부가
섬유제품으로 분류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섬유의류의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2023년 약
3,878억 달러로 전망
•(국내) 섬유의류 시장은 2017년 약 39,934억 원에서
2023년 약 30,734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효과로
이상기후

발생,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섬유 분야에서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친환경 섬유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정책 동향

기술 동향

•고유가, 자원고갈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대와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친환경 및 •섬유 분야의 경우 강화되는 환경규제(RoHS) 대응을
에너지 저감 등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

위한 기술개발이 증가하고 있음

•국내 섬유산업은 개도국으로부터 저가 의류제품으로 •세계적인 CO2 탄소배출권 관련 제도 강화로 인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내 섬유소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절감 생산체제

친환경 기능성 제품의 개발을 통한 차별화로 국제

및 공정개발 필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기술
• 특수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해외) Adidas, H&M, APJeT, EFI Reggiani

•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

•(대기업) 효성
•(중소기업)
신풍섬유

• 디지털 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 기술
일성기계공업,

신일기업사,

신한산업,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가공기술
• 플라즈마 가공기술
•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정부의 소재 기술 지원 정책 등의 지속적인 정책을 활용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 글로벌 환경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원 장비 및 환경적 부담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개발을 통하여 국내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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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
 친환경 섬유는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는 섬유로 정의
▪ 환경보존 및 정화와 관련된 특징을 갖고 있고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특징이 있음
▪ 생분해성, 환경 친화적, 무공해, 유해물질 차단, 폐기물 재활용의 기능을 가짐
[ 친환경 섬유 소재 ]

* 출처 : 친환경 섬유 기술 개발동향,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친환경 천연섬유는 자연에서 재배한 혹은 천연자원에서 얻은 섬유를 말하며, 면, 양모, 실크의
셀룰로오스계 섬유와 단백질계 섬유가 있음
▪ 유기농 면, 유기농 실크, 유기농 실크 등이 대표적이며 재배에 사용되는 화학비료를 제제하고
유기농 기준을 설정하여 원료 확보
▪ 기타 천연 친환경섬유로 셀룰로오스 계 또는 단백질 계로 구분할 수 있고 셀룰로오스 계에는 바나나
줄기, 코코넛, 대나무, 닥나무 등이 있으며, 단백질 계에는 땅콩, 인지오(옥수수), 대두 등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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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합성섬유는 친환경 특성을 갖고 제조방법은 합성섬유로 바이오매스 합성섬유,
리사이클합성섬유, 생분해성 합성섬유 등이 있음
 리사이클 친환경 섬유는 사용 완료된 제품이나 제조 공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원 재료로
재이용하는 새롭게 생산된 제품을 말하며, 더 나아가 친환경 저탄소 리싸이클 제품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에너지 절감, 저탄소, 유해물질 감소, 환경정화 및 폐기물
감소(리싸이클)에 대한 환경부하를 저감시키는 제품을 의미
[ 완전 순환 리사이클의 개념 ]

* 출처 : 천연융복합소재 친환경인증 기술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재)FITI시험연구원

▪ 대부분 차지하는 리사이클 섬유로는 PET가 있으며 티셔츠 한 벌을 제조하기 위해 12개의 PET
공병이 필요함
▪ PET 이외도 나일론도 재활용된 나일론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된 상태
▪ 폐기 면을 재활용하여 공정 일부에 혼합하여 재 방적하는 방식으로 활용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
 산업 발전과 더불어 환경파괴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21세기에는 모든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환경산업화’ 방향으로 진행되어 1990대 중반 이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나 환경 친화적 생산 공정으로 생산되지 않는 최종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 규약이
적용되는 등 국제적 제재 조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수계 가공기술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가공방법임. 초임계 유체는 액체와 기체 상태의 중간 형태로써 밀도와 점도는 액체의 성질을
가지면서 확산속도는 기체의 성질을 가지는 차세대의 범용 공정 매체(general processing
medium)로 간주하여 선진국에서는 산업전반에 환경 친화적인 대체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기존 Padding 가공방법 물 대신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는 일종의
청정 건식 가공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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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 후 섬유의 건조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용매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초임계 유체의 비열이 낮아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물뿐만 아니라 가공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가공기술임. 또한 기존 물을 사용한 가공기술의
최대 문제점인 가공 폐액을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 가공기술임

 초임계 유체 추출(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SFE)은 초임계 유체의 높은 용해성능,
저점도, 고확산계수로 인한 열․물질 이동의 신속성, 낮은 계면 활성력으로 인한
미세공으로서의 빠른 침투성과 같은 초임계 유체의 장점을 잉용한 기술 중 하나로 기존
화학공정의 반응 및 분해, 추출, 증류, 경정화, 흡수, 흡착, 건조, 세정 등의 공정에서의
저효율, 저품질, 저속도, 환경에의 악영향 등과 같은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종래의 증류와 추출기술의 원리가 복합된 기술로서 기존 기술로는 분리가 어려웠던 이성질체,
열변성 혼합물의 분리, 고분자 물질의 정제, 천연 약용물질로부터 의약, 향료와 같은 유효성분의
분리가 가능
▪ 저온에서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에 매우 약한 천연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고순도로
추출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용매와 같은 작용을 하는 초임계 유체 이산화탄소 등의 다시 회수가 가능하시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추출 기술임
[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의 모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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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 가공 기술
 플라즈마란 기체를 수천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원자들이 원자핵과 전자로 전리되어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함. (-), (+)로 하전된 입자가 공존하며 전체적인 전기적
성질은 중성을 띄며, 이를 이용한 각종 고분자 소재나 금속, 유리, 세라믹의 표면 처리가
가능하여 재료들의 표면에 관능기의 특성을 부여하여 친수성 및 소수성 등의 처리가 가능함.
현재 플라즈마 처리공정은 표면처리에 관련된 특성인 인쇄성, 젖음성, 접착성, 결합성,
표면강화성, 표면 열저항성 특성의 개질에 널리 쓰이고 있음. 기존의 습식 공정과는 달리
무공해 건식 공정이므로 표면처리와 관련된 여러 산업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는 첨단 가공
기술 분야임. 플라즈마를 이용한 가공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기체상처리공정 : 기존의 화학 공정과는 달리 기체상에서 가공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폐유기용매, 폐수의 발생을 방지하므로 환경 친화적인 공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가공 공정의 단축 : 용매를 사용하던 종래의 공정에서는 공정 후의 세척 및 건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플라즈마 공정은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하므로 공정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고분자 접착공정시 표면 접착력 향상을 위해 기존에 수행해오던 표면
그라인딩(Grinding)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음
▪ 정밀한 표면처리 기술 : 플라즈마 조건에서 생성되는 활성물질의 침투력은 크지 않으므로, 섬유와
같은 고분자 재료를 처리할 경우 100Å 두께 이내의 얇은 표면에만 개질이 이루어짐. 처리하고자
하는 재료의 표면에서만 물리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므로 고분자 재료가 가지던 원래의 물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밀한 표면처리가 가능함
[ 플라즈마 가공 기술 개요 ]

▪ 또한, 섬유 전처리, 염색, 프린팅, 화학적 처리, 표면 코팅, 라미네이팅 공정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표면 처리 과정을 통한 화학적 처리, 표면 코팅시 재료에 우수한 내구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의 라미네이팅이 가능함
▪ 플라즈마 가공 기술은 플라즈마 설비를 이용하여 0.01~1.0mbar 수준의 저압/상압 하에서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저압 플라즈마의 경우 유연성을 더하여 매우 균일한 표면처리가 가능함
▪

이외에도 고분자 접착 공정시, 표면 접착력 향상을
그라인딩(Grinding)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음

위해

기존에

수행해오던

표면

▪ 플라즈마 가공 기술은 각종 표면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데, 표면처리 시장 규모는 2012년에는
$1,500억, 2017년 $3,700억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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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습식 표면처리 업체의 경우,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영난과 기술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상압 플라즈마 가공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기존의 소재처리 및 공정
기술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플라즈마 가공 기술을
내수시장에서 친환경에
섬유는 발수도 내구력이
친환경 비불소 발수제의

이용한 소재의 리싸이클(Recycle)이 가능한데, 최근 들어 수출시장이나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임. 플라즈마 가공을 이용하여 표면 처리된
우수하여 최대 100회 세탁에도 성능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섬유가공에는 플라즈마 가공 기술은 필수공정임

◎ 액체 암모니아 기술
 섬유가공 공정에서 환경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시장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접근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면 또는 면 복합섬유에 사용되는 비 수계 가공기술인
액체 암모니아 가공 설비공정이 있음
 액체 암모니아 가공: 액체상태의 암모니아에 고분자 재료를 단시간 침지시킴으로써 소재의
미세구조 변형을 유도하여 물성의 변화, 섬유 염색성을 증가시키는 기술
▪ 광택과 염료의 침투를 향상 시키고 강력 증가를 통한 직물의 안정성 증가를 목적으로, 머서화 가공
대비 섬유의 태가 유연해지고 방추성, 물성 등이 개량되는 효과가 있음
▪ 친환경성 : 처리한 액체 암모니아는 98% 이상을 회수하여 재사용 가능
[ 액체 암모니아 가공 전, 후 섬유변화 ]

<액체 암모니아 처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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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디지털 프린팅은 좁은 의미로 원하는 디자인을 컴퓨터로 작업하여 다양한 소재나 매체에
출력하는 기술이며, 디자인의 필요수량에 최적화 된 기술.
▪ 디지털 프린트의 기술은 크게 디지털 프린팅의 장비, 잉크, 매체로 나눌 수 으며 기계, 전자, 화학,
소프트웨어 등이 융복합된 기술
▪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력장비가 다양해져 초창기 수성잉크 프린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장비,
잉크 출현 또는 출현기법 존재

 디지털 프린팅은 사인, 프린팅시장의 외연이 넓어지면서 섬유 및 염색 산업에도 디지털
프린팅 활용
▪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igital textile printing, DTP)은 기존 날염의 길고 복잡한 공정과정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보다 빠른 제품을 생산하며, 염색으로 사용되는 물의 양이 많이 감축되어 염색
산업의 친환경 생산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역할을 수행
[ DTP 공정 ]

* 출처 : 한국 다이텍 연구원

▪ 디지털 날염은 크게 Direct DTP와 Transfer DTP로 나뉘며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디자인이 출력
가능하며 합성/천연소재와 같이 다양한 직물에도 적용 가능
- Direct DTP는 헤드와 노즐을 통해 잉크를 원단에 출력되는 공정기술이며 합성/천연소재에 적용 가능
- Transfer DTP는 전사용지 위에 원하는 디자인을 출력하여 직물과 함께 고온, 고압의 설비를
이용하여 잉크의 승화되는 성질로 염색되는 기술이며 합성소재에만 적용 가능
▪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가 적합한 공정이며 소재·디자인 설계에서부터 인쇄까지 전 공정을 디지털화
하여 생산이 가능
▪ 친환경 날염 기술로서 공해, 폐수, 에너지 감축

 최근 일반 섬유 DTP기술(수용성, 용제형 잉크)에 적용하기 힘든 특수 섬유 소재에 디지털
프린팅 기술이 가능한 특수잉크 및 전․후 처리 솔루션 적용
▪ 특수잉크는 안료를 기반으로 기능성을 가진 잉크로 전도성잉크, UV잉크, 형광잉크, 펄잉크,
액정잉크, 시온잉크, 자성잉크, 라텍스잉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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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소재는 부직포(아라미드 포함), 편물, 우레탄, PP, 아크릴, 가죽 등 산업용 합성섬유 소재가
있으며, 더불어 유리, 플라스틱 등의 경질형 소재에도 프린팅 기술이 적용
[ 신도리코사 UV 프린트 ]

[ HP사 라텍스 프린트 ]

 스마트 의류는 IT기술과 첨단 섬유·소재 및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주위환경이나 인체의
자극에 대한 감지 및 반응시스템을 적용한 섬유제품
▪

Smart-garments, 스마트의류, E-textiles, 스마트 섬유
소형디바이스 모니터 및 전자제품을 장착 할 수 있는 섬유임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배터리와

▪ 1세대 : Passive smart texiles, 2세대 : Active smart textile, 3세대 : Ultra smart textile로 구분

 스마트의류는 착용자의 심박수, 근육 운동, 신체 움직임 등의 생체데이터를 수집 및 전달하는
기능을 하거나 말하고 듣는 전화기능 및 음악 감상 기능, NFC 기능 등이 있어 Wearable
시장에서 스마트 의류가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음
▪ 전도성, 접착성, 신축성, 유연성, 발열성을 가진 페이스트 및 잉크의 프린팅 기술 적용한 스마트의류
산업과의 연계 가능

◎ 디지털 날염(DTP) 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
 세계적으로 환경관련 규제는 급격한 환경오염과 자연고갈에 따른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2020년까지 유해물질을 전혀 배출시키지 않는 산업을 위하여 글로벌 의류브랜드를
중심으로 ZDHC(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 위원회를 결성하여 발 빠르게
친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있음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패션기업들은 환경보호를 강화하며 자원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패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생산자는 친환경 제조 과정을
강조하며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킴
 세계적으로 환경관련 규제는 급격한 환경오염과 자연고갈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염색 산업에서도 초임계 유체염색, 디지털 날염(DTP), 비수계
기능성가공 등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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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P 기술개요와 개선사항 ]

* 출처 : DTP 기술개요와 개선사항, 한국염색기술연구소, 2017 발표자료

 디지털 날염기술은 섬유산업에서의 미래형 스마트 공장의 핵심공정 기술 중 하나임
▪ 스마트 공정이란 “IT·SW,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 최적화한 ‘낭비
Zero’의 공장”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 ‘제조업 혁신 3.0’에서 정의

 현재 디지털날염 기술이 고속화되고 사업 분야가 확정됨에 따라 다양한 섬유기술 분야의
접목된 융복합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기존의 섬유 산업에서의 기능성가공 방식은 원단을 약재에 담구어 짜고 건조하는 Padding
방식으로 많은 양의 약제와 폐수량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짐. 하지만 디지털 날염 장비를
활용하면 원단에 약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물 사용량 절감효과가 커 친환경 가공기술을
제시함
▪ Padding 방식: 패딩→건조→열처리→수세
▪ 디지털 날염(DTP) 방식: 프린팅→건조→열처리→수세
[ DTP 기술의 이해 ]

* 출처 : DTP 기술개요와 개선사항, 한국염색기술연구소, 2017 발표자료

203

전략제품 현황분석

 디지털 날염장비를 활용하여 가공제를 도포하면 소량의 양으로 원단표면에 도포가 가능하고
다양한
섬유원단에
한
면
또는
양면에
사용자가
원하는
각종
기능성
가공제(방수/방염/향균/소취/자외선차단 등)를 도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기능성가공 공정을 통하여 섬유 제품의 기능화를 부여할 수 있으며 외부변화(기후, 땀, 악취 등)로
부터의 보호받아 인체 및 주위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스마트한 기능을 부여함

(2) 필요성
 세계 연간 섬유 수요량은 6,900만 톤이며, 주요 합성고분자 생산량이 1.7억 톤/년인 것을
고려할 때 석유계 자원의 고갈에 의한 유기소재의 원료수급 불안 및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
 또한 화학섬유 산업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능의 향상이 대부분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미래응용 원천소재의 개발이 필요
 순환형 천연 고분자 소재가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물성을 활용한 상품특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응용영역에서 확보된 국내의 연구역량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여 선도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셀룰로오스 관련 바이오매스 소재의 광범위한 이용과 새로운 재료의 개발은 섬유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섬유소재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소재로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
 리싸이클 소재 함유량의 추적 가능한 근거확보, 생산 공정의 친환경성 평가 (에너지 절감,
탄산가스 저하, 유해물질 감소 등) 및 재활용소재 및 제품의 품질, 내환경성 및 신뢰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증제도 개발도 요구
▪ 다가올 2020년에는 친환경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찾는 바이어가 늘면서 수요가 급증하여
패션 시장을 주도할 전망
▪ 특히 해외 유명 브랜드의 에코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내 합섬 원사 메이커들은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의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음

 DTP 기술은 친환경 날염 기술로서 기존 날염에 비해 공해, 폐수, 에너지 면에서 상당히
절감되고 섬유 미래 산업에 알맞은 친환경 기술로 현재 유럽, 일본, 중국에서 시장을
확장해가며 특히 중국에서 관심도가 증가되어 프린팅 시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전략적인 기술이 필요함
 이에 따른 특수잉크 적용 및 다양한 특수섬유 & 산업섬유 소재에 실사 프린팅을 위한 솔루션
및 차별화된 출력 기법을 만들어 고부가가치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섬유 염색 시장을 넓혀
범용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또한 친환경 잉크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친환경 출력에 강점이 있는 라텍스잉크
및 장비의 수요가 증가되고 특수잉크들의 친환경성 개발과 특수소재들에 출력이 가능한
친환경적 전․후 처리 솔루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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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ICT)과 섬유기술이 복합된 기술인 스마트웨어는 Tractica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의류의 2024년 시장점유율은 약 4조 원 이상, 연평균 성장률(CAGR)은 50%가 넘을
전망으로 스마트의류의 판매량 역시 크게 증가해 2016년 기준 170만 벌에서 2022년 기준
2690만 벌 증가할 전망
▪ 섬유 기재에 평활도를 극대화 한 전도성 페이스트 및 잉크의 프린팅 기술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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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친환경 섬유는 적용 분야 및 기술에 따라 신재생/재활용/생분해성 소재, 건강/안전/청정 소재,
천연원료 응용 소재, Green 산업용/생활용 제품 및 기술로 분류
[ 제품분류 관점 기술범위 ]
섬유

적용분야

제품/기술

신재생/재활용/생분해성

비석유계 원료 섬유소재, 자연순환 자원 바이오섬유, 생분해성
섬유소재, 리사이클링섬유소재

건강/안전/청정 소재

유해생활환경 차단 섬유, 유아동용 섬유, 무독성 난염 소재,
건강기능성 침장제품, 무공해접착 복합섬유소재, 그린 염색기술

천연원료 응용 소재

용융 방사 셀룰로오스 제조기술,
친환경 천연펄프 regenerated섬유,
NBT융합 천염섬유, 다기능 천연섬유 복합소재, 한지소재응용제품,
친환경 유기농

Green 산업용/생활용 제품

그린 위생재 섬유, 환경기능성 바닥장식재, 자동차 내장재, 액체정화
산업용 섬유

친환경
섬유

 친환경 섬유 제품은 원천 소재, 중간재, 제품,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공급망 관점 기술범위 ]
섬유

친환경
섬유

적용분야

제품/기술

원천소재

용융 셀룰로오스 소재, 생분해 친환경섬유소재,
비석유계 섬유소재

중간재

자동차 내장재, 비할로겐 난연재, 소음 방지섬유소재,
섬유여과재, 무공해접착섬유소재, 폐섬유 리사이클 소재, 충전재

제품

유아동용 섬유, 바닥보강용 섬유제품, 친환경 유기농 섬유제품,
원적외선 방출, 항균, 통기성을 감미한 아웃도어 제품

기타

에너지, 용수 폐수 절감 공정기술, 염액 재활용 기술, NBT융합
천연소재 기술

(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고유가, 자원고갈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대와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친환경 및 에너지 저감 등에 대한 국내 섬유산업의 대응력 강화가 필요함

206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 섬유산업은 에너지 고효율 및 저에너지 생산 공정 도입, 에너지 저감 친환경 신소재 개발, 자원
순환형 소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전환 필요
▪ 친환경 기능성 섬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업들에게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작용

 국내 섬유사업 관련 업종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의 형태이고, 대상 소재가 다양하여 글로벌
환경 규제 및 기후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어려운 실정
▪ 국내 섬유업계는 RoHS, REACH 등 제품 환경 규제, 기후 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등 국제
정세에 소극적 대응
▪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환경적 요소와 결합하여 신시장을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 창출은 매우
취약

 플라즈마 가공 기술은 반도체, 전자기기부품 분야를 필두로 금속재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된 섬유산업 분야에서는 사용성이 뒤처지고 있어
기술력 보강이 시급함. 또한, 섬유 염가공 진행시 폐액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환경규제를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응책이 필요함
[ 플라즈마 가공 기술 산업구조 ]
후방산업

플라즈마 가공 기술

전방산업

섬유 표면 처리용 저압 플라즈마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한 소재

금속 기계, 전자기기, PCB표면,

가공 설비(건식 호발ㆍ정련 설비)

표면의 화학적 처리 공정 기술

항공부품 표면 처리용 플라즈마 설비

 비수계 섬유가공법 중 실용화 단계까지 접어들어 전방 및 후방 모두에 산업파급효과가 큰
수준이며, 고가의 비용과 회수장치 운영 등의 한계 극복을 통한 설치 확산이 필요한 시점임
[ 액체암모니아 가공소재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섬유용 액체암모니아 가공기 및
회수장치

액체암모니아 가공소재 분야
액체암모니아 가공처리를 통해
고광택 고형태안정성을 가지는 면
또는 면 혼방 원단

전방산업
액체암모니아 가공 처리한
형태안정셔츠 등 고감성 의류제품

 국내 초임계 유체 기술의 경우 식품 산업에서의 추출, 반도체 세정, 고분자 중합 등에 대한
기반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나, 이를 섬유 후가공에 적용하기 위한 추출 및 가공 기술에 대한
연구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실험실 규모의 기초 연구 수준이며, 최근 산업자원부의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을 통하여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비수계 상용화 염색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
 세계적으로 산업의 환경규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되기 위해 Middle Stream의 공정
분야의 수요 산업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분야의 활용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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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분류
 플라즈마 가공기술은 섬유산업에 그치지 않고 금속, 반도체, 환경, 식품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으며, 플라즈마 가공을 통해 제조된 섬유제품 분야는 아래와 같음
▪ 섬유산업: 비불소계 발수처리, 군용 탄도 및 방위 목적의 보호용 원단, 아웃도어용 방수원단, 기저귀
및 일회용 의료용 의류에 사용되는 부직포, 방오가공된 자동차용 섬유

 공정 방식에 따라 고온과 저온 플라즈마, 상압과 저압 플라즈마로 구분
▪ 고온 플라즈마: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
▪ 저온 플라즈마: 배출가스 중에서 고압 전기방전을 하면 방전에 의해 발생된 전자가 배출가스 분자와
충돌하여 가스분자의 외곽 전자의 상태가 변하고, 생성된 고 반응성의 라디칼, 이온 등은 하전 되어
전체적으로 중성인 상태
▪ 상압 플라즈마: 약 760Torr 수준의 대기압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기술을 포함하며, 저압
플라즈마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진공 챔버 시스템은 불필요함. 연속식의 공정이 가능하므로
섬유산업 등 대량생산을 하는 분야에 적합함. 다만, 저압 플라즈마 공정만큼의 열적 반응성을
기대하긴 어려우므로 공정후 표면 처리상태가 미흡할 수 있으며, 별도의 내구성을 요구하지 않는
제품에만 쓰일 수 있다는 제한이 있음
▪

저압 플라즈마: 일단 플라즈마의 생성이 용이하며, 전자기기나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의 소재
산업에 적합함. 단, 저압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진공챔버와 배기 설비 등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큰 단점이 있음. 상압 플라즈마와는 달리 배치(Batch)식으로 공정이 진행되므로 대량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으로의 적용은 부적합함

 액체 암모니아 가공 기술은 관련 다양한 섬유조직에 범용성을 가지면서 처리 후 안전한 회수
시스템까지 구현할 수 있는 가공설비, 해당 설비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 원단, 의류와 같은
제품으로 구분됨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천연 약용물질의 추출 및 이를 이용한 섬유의 초임계 유체 기능성
가공을 통한 대표적인 섬유제품 및 기술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냉감기능 부여 섬유제품  자일리톨 가공 : 자작나무에서 다당체인 자일란이 분해된 자일로스를
얻고 이를 여러 공정을 거쳐 순도를 높인 뒤 환원시켜 자일리톨(Xylitol)을 얻음. 섬유용 냉감
가공제는 주성분인 자일리톨이 수분과 반응시 흡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이용한 것임
▪ 온감기능 부여 섬유제품  캡사이신 가공 : 고추에서 추출되는 캡사이신(Capsaicin)은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로 알칼로이드의 일종이며 고추씨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음. 캡사이신의 염증 및
진통작용을 이용하여 의약품 및 파스 등에 사용되기도 함. 이러한 캡사이신을 마이크로 캡슐로
제조하여 섬유에 부착시킴으로서 피부에 접촉시 피부 미세혈관 확장으로 인한 혈류량을 증가시켜
체온 상승효과를 부여하는 온감가공으로 사용됨. 캡사시이신을 이용한 가공은 처리 후 평균 1℃의
온도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항균소취 부여 섬유제품  은행추출물 가공 : 은행나뭇잎에서 추출되는 징코라이드(Ginkgolides)
성분은 혈액순화 개선과 천연 항균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섬유에 후가공 하여
항균 및 소취성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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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균기능 부여 섬유제품  녹차추출물 가공 : 녹차에서 추출되는 카테킨(Catechin) 성분은
발암억제, 동맥경화, 혈압상승 억제, 혈전예방, 항바이러스, 항비만, 항당뇨, 항균, 해독작용,
소염작용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섬유 가공에서는 카테킨 성분의 천연
항균성을 이용한 항균가공에 사용하고 있음
▪ 항균․보습기능 부여 섬유제품  알로에 추출물 가공 : 알로에 추출 성분 중 알로미친, 알로에친
항균성분과 알로에 점액질의 글루코만난(Glucomanan) 등의 다당류와 당단백질의 성분에 의해
보습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섬유가공에서는 알로에 추출물을 이용한 가공약제를 섬유에
적용하여 보습성과 항균성을 부여한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음
▪ 항균․항생기능 부여 섬유제품  편백나무 추출물 가공 :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정유에는 수목들이
해충이나 미생물 등으로부터 자기방어를 위해 공기 중으로 발산하는 방향성의 항생물질인
피톤치드(Phytoncide) 성분의 함량이 많다고 알려져 있음. 주로 수증이 증류법을 이용하여
추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초임계 추출법을 이용하여 고순도 정유를 얻고 있음. 일반적으로
편백나무 추출물은 피부자극성과 독성이 매누 낮고 항균력이 우수하여 섬유가공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음
▪ 방향․항균기능 부여 섬유제품  허브 추출물 가공 : 천연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에서
초임계 추출법으로 추출한 향유물질들은 신경 안정, 진정 효과 및 우수한 살균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추출물들은 주로 휘발성 방향물질이 많아 마이크로캡슐로 가공하여 섬유 표면에
고착시키는 방법이 주로 사용됨
▪ 항균․보습기능 부여 섬유제품  키토산 추출물 가공 : 키토산은 갑각률 및 곰팡이로부터 얻어진
키틴을 탈 아세틸화하여 얻을 수 있는 천연 고분자로 항균성, 생체 친화성, 중금속 흡착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화상치료, 상처치료에 효과가 있어 보습제로도 사용됨. 키토산 섬유가공제는
키토산뿐만 아니라 키토산+알로에, 키토산+콜라겐, 키토산+은 등으로 혼합되어 사용된
가공약제들이 주로 시판되고 있음. 이를 섬유에 처리할 경우 보습작용 및 항균성을 나타냄

 디지털 프린팅 기술은 고퀄리티한 이미지의 출력과 기능성을 가진 소재를 개발하기 특수
기능성 잉크제품과 이를 노즐/헤드로부터 토출하기 위한 프린터, 그리고 장비와 잉크에
적합한 소재로 구분
▪ 장비는 기능성 잉크의 점도, 입자, 표면장력 등을 고려한 헤드, 메인보드, 노즐 등의 기술 요구되며
부가적인 요소로 출력속도, 해상도, 피딩 오차 등의 기술요소가 요구
▪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지향을 같이하며, 보다 진화된 자동화, 대량화를 실현시키고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빅데이터와 의미 있는 결과 도출로서 프린트
출력의 효율적인 스마트 소프트웨어 기술 요구
▪ 특수잉크는 기본적으로 안료 분산액/기능성 조제와 바인더, 개시제, 첨가제 등으로 구성되며 바인더
및 첨가제의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기능성 잉크 기술 및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 요구
▪ 섬유산업의 DTP 기술에 출력되는 여러 소재들 외에 부직포, 편물, 가죽, 산업용 섬유소재 등의
프린팅 보급화를 위한 제직기술 및 전 후처리 기술 요구
▪ 기술적으로는 장비 제조기술, 양산 기술, 잉크 분산 기술, 소재의 전후처리 공정 기술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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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분류 관점 기술 범위 ]
전략 제품

디지털 프린팅

제품분류 관점

세부기술

장비

헤드, 메인보드, 소프트웨어

잉크

UV잉크, 라텍스잉크, 시온잉크, 전도성 잉크 등

소재

부직포, 편물, 가죽, 비닐, 생활용 섬유소재,
산업용 섬유소재 (아라미드, PP, PC Acryl, urethane)

 UV잉크
▪ 자외선의 에너지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액상으로부터 고상으로 초단위로 경화하는 잉크
▪ 환경문제로 저공해 잉크가 요구되고 있으며, 순간건조, 저온고속의 생산, 무용제 무공해 등의
광범위한 용도로 쓰임
▪ 잉크의 점도와 흐름성을 조절하기 위해 수용성 수지를 사용하며 잉크의 분산안정화, 피막형성 및
안료 고착 등의 기능 잉크를 부여
▪ 장점과 단점
- 짧은 경화시간, 황변 없음
- 내마찰, 내열, 내용제, 내약품 등의 내성이 강함
- 저온 경화로 소재에 열적 충격이 없어 다양한 응용 가능
- 휘발성 유기 용제 없는 친환경 잉크(공해 방지)
- 무취
- 연속 작업 가능
- 비교적 고가임
▪ 광중합성 수지, 광중합 개시제, 안료, 보조제, 중합금지제 등으로 구성

 전도성잉크
▪ 인쇄 된 물체가 전기를 전도할 수 있게 하는 열가소성 점성 페이스트
▪ 입자는 카본블랙, 그래핀, 금속입자(Ag, Al, Cu 등) 등이 있으며, 전도성 폴리머는 Polyaniline,
Polythiophene, Polypyrrole, Polyacetylene 등이 잉크의 구성요소임
▪ 잉크의 물성 조절을 위해 계면활성제, 습윤제를 첨가하고 전기적인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압발광제 등이 첨가되며, 기능성물질과 조합된 바인더로 열경화형 아크릴계, Polyurethane계,
Styrolbutadiene 분산액이 첨가됨
▪ 전기적 특성을 위해 금속(은, 구리)이 재료에 사용되며 잉크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충전제와
응집력, 접착력 등의 바인더가 첨가됨
▪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도성 잉크 소재는 은(Ag)이며 전기전도도가 높고 산화도 잘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 면에서 비싸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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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성 잉크(은 소재) ]

▪ 가격을 고려하여 은 보다 10배가 싼 구리(Cu)를 이용한 전도성 잉크가 있으나 은보다 녹는점이
높아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쉽게 산화가 잘 일어남
▪ 최근 구리와 그래핀을 합성하여 가격은 낮추면서도 뛰어난 전기 전도성을 갖는 구리-그래핀 복합
잉크 개발이 되었으며 액상합성법을 통하여 대량 연공 공정 기반을 구축
[ 전도성 잉크 표면 저항 ]
표면저항 [Ohm/sqr]
Ink

No.prints

Cotton

Paper

PA-foil

Carbon ink
(5%C, 1%binder, 1% disp.)

1

>50k

>70k

>3k

Silver ink1
(40%Ag, particles, 190℃/15min)

1

>1000k

>10k

1...40

Silver ink2
(AgNO3 3M, 100℃, 3min)

1

>1000k

Pedot:PSS ink
(130℃, 3min)

1

>4k

>1k

>1k

Carbon ink
(5%C, 1%binder, 1% disp.)

10

>10k

>6k

>1k

Silver ink1 (40%Ag)

10

>30k

100...10k

1...10

Silver ink2 (AgNO3 3M)

10

5...80

2...100

1..20

Pedot:PSS ink

10

>2k

>1k

>1k

Carbon paste (5%C, 1%binder)

1

4-6k

-

-

Ag paste (40%Ag, 10%binder)

1

<10

-

-

1...70

* 출처 : 54th Dornbirn Man-made Fibers Congress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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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잉크
▪ 햇빛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장파장의 색광을 방출하는 잉크로 포스터와 광고 등의 인쇄에 사용
▪ 형광염료는 벤조구아나민 수지 등의 용해한 고용체를 분쇄한 형광 안료를 색원료로 하며 형태는
무기계열과 유기계열로 무기계열은 반영구적이나 프린트용으로 불가능하며, 유기물 계열을 프린트에
적용 가능하나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는 피그먼트 계열의 잉크
▪ 인체용, 유성, 수성, 실크인쇄용, 옵셋 인쇄용, 자외선투명, 전사잉크용 등의 형광잉크가 있음
▪ 자외선 빛에 의해 나타나는 형광잉크는 내열성, 내후성, 내화학성이 강하고 여러 가지 제품에
적용가능 하며, 위조방지와 보안 등에 주로 사용
 라텍스잉크
▪ 기존 솔벤트 잉크, 수성잉크, 에코 솔벤트 잉크보다 인체에 무해한 수성기반의 친환경 잉크
▪ 잉크의 성분은 최대 60%의 물과 media 반응제와 점착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일한 잉크
방울을 분사하고 잉크와 미디어 상호작용 조절가능
▪ 고체 성분의 입자는 안료 입자로 구성되며 고분자의 중합체 막을 형성해 비닐과 같은 흡수가 안
되는 소재나 코팅된 소재에 표면에 고정시키고 소재상에 남은 입자들은 열에 의해 증발되고 그 외
나머지는 막을 형성함으로써 내수성 및 내스크레치성이 우수
▪ 시트(PVC필름), 백라이트 필름, 코팅 용지 포스터, 실내 디스플레이, 베너자료, 광고판, 벽지 등
다양한 소재에 출력이 가능
 시온 잉크
▪ 온도에 따라 색이 변화는 잉크로 기준온도에 도달하면 색깔이 없어졌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원래 색깔로 돌아가는 잉크
[ 시온잉크 온도에 따른 변화 메커니즘 ]

* 출처 : Royal Society of Chemistry

▪ 원래의 색으로 돌아가지 않는 비가역적 시온 잉크와 원래의 색으로 돌아가는 가역성을 가진 시온
잉크가 있음
▪ 열변색성으로 마이크로캡슐 안에 존재하는 고체 용매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녹아 액체로 변하여 색을
나타내는 두 물질이 분리되면서 투명하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결합하여 원래의 색을 띄는 원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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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동차 도색, 인테리어 용품, 건축자재에도 쓰이며 섬유에 패션 아이템, 액세서리에도 사용됨
- 사람의 체온에 영향을 받아 옷의 색이 바뀌는 컬러풀한 패션 디자인 제작
▪ 섬유 기능성 가공 공정이란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여 고부가가치를 얻고자 하는 공정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섬유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정임
▪ 섬유의 기능성 부여에는 제품의 용도와 사용 편의성을 중시한 단순기능의 일반가공과 인간의 감성을
목적으로 하여 원단 표면에 심미성을 구현하는 심미성 가공기술로 나뉨
▪ 일반가공기술에는 방수/발수/투습방수, 방염, 향균, 소취, 자외선차단, 대전방지, 방축 가공 등이
있으며, 심미성 부여 가공기술에는 유연, 플로킹 주름, 심색 항필링 가공 등이 있음
▪ 디지털 날염(DTP)장비를 활용한 친환경 가공기술은 가공목적과 가공제의 종류에 따라 구분됨
[ 기능성 가공의 제품 관점별 기술 분류 ]
전략 제품
디지털 날염기를
활용한 기능성 가공

제품 관점

세부기술

일반 기능성

방수/발수/투습방수, 방염, 항균, 소취,
자외선차단, 대전방지, 방축 가공 등

심미성 구현

광택, 유연, 주름, 심색, 항필링 가공 등

 플라즈마 가공 기술은 최종 제품에 사용되는 섬유소재의 표면처리에 필요한 기술이므로 주로
공급업체 및 생산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음
▪ 소수성 합성섬유의 친수화 처리(예: 폴리프로필렌 섬유)
▪ 전처리 가공 업체: 발수, 발유, 방오 가공을 위한 전처리, 초발수성능 및 자가 세정 가공을 위한
전처리
▪ 섬유염색 업체: 플라즈마 가공 기술을 이용한 염색 및 고순도의 정련
▪ 섬유의 기능성 가공: 직물의 프린트성 향상을 위한 가공, 전기전도도 개질, 항균 및 난연 가공
▪ 기타: 표면 에칭을 통한 감량가공, PET섬유의 농색 가공, 분산염료의 이염방지 가공, 양모직물의
방축가공

 액체 암모니아 가공을 통한 형태안정, 고광택, 부드러운 촉감 발현 원단 소재
▪ 액체 암모니아 가공을 통한 면 또는 면 혼방 원단 소재
▪ 액체 암모니아 가공을 통한 면 이외의 섬유 소재
▪ 액체 암모니아 가공을 통한 직물 또는 니트 형태의 소재

 기술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위해 프린팅분야, 가공 분야, 응용제품 분야로 구분
▪ 웨어러블 분야의 스마트의류를 활성화로 NFC 안테나, 발광소재, 온도감지소재, 디스플레이, 섬유용
센서 등이 응용
▪ 고퀄리티한 실사 이미지를 출력하여 섬유패션, 시트(PVC필름), 백라이트 필름, 코팅 용지 포스터,
실내 디스플레이, 베너자료, 광고판, 벽지 등에 응용분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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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및 설계 기술, 가공기술로 기계/화학/전자/섬유 등의 다양한 기술 분야 접목 가능
▪ 잉크의 기능에 때라 응용되는 제품은 다양한 분야로 구분
전략 제품

공급망 관점

세부기술

프린팅분야

Ÿ

디지털프린터, 디지털텍스타일프린팅(DTP)

가공 분야

Ÿ
Ÿ

잉크 및 소재 전 후처리 조제
분산제, 안료분산제, 기능성가공제 분산기술, 고분자 합성기술,
광개시제, 계면활성제, Milling

Ÿ

RFID, 센서, NFC 안테나, 발광소재, 온도감지소재, 디스플레이, 등이
적용된 스마트 의류
가죽, 비닐, 편물, 등의 패션섬유 의류
시트(PVC필름), 백라이트 필름, 코팅 용지 포스터, 실내 디스플레이,
베너자료, 광고판, 벽지, 위조방지, 보안

디지털
프린팅

응용제품 분야

Ÿ
Ÿ

 디지털날염장비를 활용한 기능성가공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장비, 기능성
가공제, 응용제품 등의 산업으로도 산업 분야의 영역이 확장됨
전략 제품

공급망 관점
장비 분야

가공제 분야
디지털

세부기술
Ÿ

디지털프린트, 디지털텍스타일프린팅(DTP)

Ÿ

항균제, 소취제, 심색제, 유연제

Ÿ

난연제, 방오제, 발수제, 흡습제,

Ÿ

자외선차단제, 대전방지제, 방충제 등

Ÿ

아웃도어용 의류 및 소품

Ÿ

의류, 속옷류,

Ÿ

침구류, 인테리어류, 차량용품 등

프린팅
응용제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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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효과로 이상기후 발생,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섬유 분야에서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친환경 섬유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에 건강과 직결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이에 부응하는 기술개발과 생활환경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음
 의복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로 옷 한 벌을 만드는데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되고 에너지가 소비되어 환경이 많이 오염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식함

◎ 플라즈마 가공 기술
 플라즈마 가공기술은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인 반응을 통한 표면처리 공정을 대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며, 표면 개질도나 공정 단축을 통해 품질 향상의 제고, 생산성
향상 및 납기 단축이 가능한 기술임
▪ 플라즈마 가공기술을 비롯한 국내 표면처리 업체의 대부분은 기술개발 여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정부 주도의 개발여건 조성 과정이 필요함
▪ 현재까지는 시장형성이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섬유, 인체, 의료기기 관련 표면처리 산업이 향후
고도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친환경 표면 처리 기술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플라즈마
가공기술은
고분자
재료
표면의
세척(Cleaning),
코팅(Deposition), 기능성 물질 담지(Grafting) 기술로 사용되고 있음

개질(Activation),

▪ 세척(Cleaning): 플라즈마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분자재료 표면의 세척은 알곤, 헬륨 그리고 산소
기체 조건하에서 플라즈마 처리를 함으로서, 표면에 존재하는 오일이나 기타 유기물질로 구성된
오염물질의 제거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재료 표면이 연마되는 효과가 있음
▪ 개질(Activation): 산소 기체와 암모니아, 이산화질소 가스 조건에서 플라즈마 공정을 통해 고분자
재료 표면 개질이 가능한데, 공정 과정에서 가해진 기체 성분 물질이 표면의 활성화된 부분과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개질이 이루어짐. 이 공정을 통해 섬유 표면에 형성된 하이드록시기,
카보닐기, 퍼옥실기, 아미노기와 같은 화학작용기를 활용하여 표면의 영구 개질이 가능함.
▪ 코팅(Deposition): 메탄가스나 CF4 기체 조건하에서 고분자 재료를 플라즈마 가공 처리하여, 핀홀이
없이 균일한 필름의 형성이 가능함
▪

기능성물질 담지(Grafting): 알곤 기체 조건에서 고분자 재료에 화학적 반응성을 가지는
단량체(Monomer)를 플라즈마 가공 처리하면, 균일한 분포도를 가지는 기능성 물질의 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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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 특히, 이 공정은 고분자 재료의 표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수성의 폴리머를
친수성으로의 전환이 가능함

◎ 액체 암모니아 기술
 고부가 면 가공 제품 생산기술의 한국 우위 선점
▪ 한국이 세계 최고 고부가가치 면직물을 생산하는 액체암모니아 가공기술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상용화하였으며, 이 기술은 면직물에 고품위 형태안정성과 독특한 촉감을 부여하는
첨단가공기술로 인정받고 있음
▪

2003년 국내 일성기계공업은 대구 염색기술연구소와 함께 직물용 가공설비와
회수시스템을 개발, 도입하였으며 지역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생산에 적용됨

암모니아

▪ 2013년 국내 양주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 이탈리아 Lafer사와 함께 니트용 가공설비와 암모니아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니트 업체들의 고품질 제품 생산에 적용 중임

◎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세계는 스마트 제조업 환경 구축을 향해 진화하고 있고 인더스트리 4.0을 소개하여 센서,
로봇산업, 혁신 제조 공정, 물류 및 정보 통신기술(ICT) 분야의 융합형 신제조업 창출, 주력
산업 핵심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업 및 스마트 공장을 도출해 내는데 있어
프린트 산업도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 발전에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
▪ 최근 디지털 프린팅 시장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수용하기 위해 고품질의 상품성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확보한 제품의 필요성 증대
▪ 섬유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프린팅 기술의 기능성을 넓혀 특수프린팅 효과 및 후가공 응용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상품의 표현력도 넓어짐
▪ 특수프린팅 기술을 통한 속도와 품질, 소재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속속
출시됨에 따라 그 응용의 폭은 더욱 확대됨
▪ 1:1 마케팅으로 대변되는 상업용 프린트 분야에서도 찾는 고객과 응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국제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필수적인 친환경 제조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컬러산업의 혁신
공정기술 DTP, 초임계염색 등으로 전환
▪ 기존 컬러산업에서의 물 소비량은 섬유원료 1kg에 약 150L의 물 소비가 되며 세계적으로 매년 약
300억 톤의 섬유를 염색으로 물 소비 심각성 대두
▪ 컬러산업의 에너지 저감, 환경문제 개선, 생산성 증대 효과의 친환경적 컬러 공정 기술 패러다임 제시
▪ 디지털 프린팅 기술에 섬유를 접목시킨 디지털텍스타일프린팅(DTP) 산업은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공해 물 사용저감 등의 친환경 염색 기술로 중국과 미국의 관심도가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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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시장 규모(백만 달러) ]
2013-2017 2019-2024
CAGR(%) CAGR(%)

2013

2017

2019F

2024F

China

87380

81.80

109.78

223.47

7.2

15.3

North America

116.52

161.53

185.44

302.19

6.7

10.3

Europe

250.59

354.06

455.07

786.47

7.2

11.6

India

14.13

18.82

25.13

61.22

5.9

19.5

Japan

20.10

29.53

38.14

72.45

8.0

13.7

Rest of Asia

32.10

50.95

66.96

136.07

9.7

15.2

Region Other

10.03

15.67

21.88

40.33

9.3

13.0

Global Toral

501.27

712.36

902.40

1,622.20

7.3

12.4

* 출처 : Annual Report, Secondary Information, Press Releases, Expert Interviews and QY Reserch, Aug 2018

[ 2013 ~ 2024년 세계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수익 현황 및 전망 (백만 달러) ]

* 출처 : Experts Interview, Secondary Sources and QYR Chemicals and Materials Research Center, Aug 2018

▪ 미국의 디지털 텍스타일 시장 규모는 2017년 1억6천백만 달러였으며 2024년에는 3억2백만
달러로 예측되며 2019년에서 2024년 까지 10.26%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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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디지털 텍스타일 시장 규모는 2017년 8천백만 달러였으며 2024년에는 2억2천3백만
달러로 예측되며 2019년에서 2024년 까지 15.28%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
▪ 유럽의 디지털 텍스타일 시장 규모는 2017년 3억5천4백만 달러였으며 2024년에는 7억8천6백만
달러로 예측되며 2019년에서 2024년 까지 11.56%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디지털 텍스타일 시장 규모는 2017년 2천9백만 달러였으며 2024년에는 7천0백만 달러로
예측되며 2019년에서 2024년 까지 13.69%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
▪ 세계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시장은 2009년부터 2012년에는 매년 25%씩 성장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9.4%의 CAGR을 나타냈으며 2019년까지 20.1%의 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특수잉크 분야에서 친환경 잉크는 세계 잉크시장 50%를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국내보다 1
~3년 정도 앞서 친환경잉크 개발함
▪ DuPont 디지털 프린팅이 EFI Reggiani와 협력으로 roll to roll Pigment잉크를 기반으로 한 DTP
장비가 출시되면서 Pigment를 기반으로 한 특수 잉크 산업이 DTP에 접목될 기술 솔루션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
▪ 산업용 친환경 특수 잉크개발로 인해 다양한 산업에 공략하여 가능하여 전자제품 외 섬유분야에서도
사업의 스펙트럼을 보다 넓혀 나갈 계획
▪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등의 신흥국에서 화장품, 도료 건축자재용 코팅을 제외하고 UV경화형
잉크의 수요의 증가로 최근에는 UV 경화형 잉크젯 잉크, 3D프린터용 UV 경화형 수지의 수요 증가
▪ 최근 잉크의 유해한 냄새를 개선한 라텍스 잉크의 개발로 라텍스 프린터가 출시됨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디지털 텍스타일 기술 혁신 센터를 개장하였으며 안료 기반의 텍스타일
잉크의 텍스타일 인쇄용 스위스 군용 나이프에 적용하여 특수 섬유에 대한 디지털 프린팅의
한계성 개선 사례를 보여줌
 웨어러블 산업에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가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ICT 융복합
스마트 의류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섬유산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 스마트 의류 시장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76.6% 성장률이 예상되는 분야로 웨어러블
시장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냄
▪ 이에 따른 ICT 전도성 잉크, 발열잉크 등의 디지털 프린팅 기술의 접목된 웨어러블 기능성 소재
개발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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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전도성 잉크 시장 규모 및 전망 ]

* 출처 : Marketsandmarkets, Condutive Inks Market, 2017

◎ 디지털 날염(DTP) 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
 DTP장비를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 공정은 기존의 패딩방식에 비해 물의 사용량이
낮으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최종적으로 가공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크게 절약
할 수 있는 건식타입형 가공기술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기능성 가공기술임
 최근에는 디지털 날염기술을 활용하여 기능성 부여와 기능성 잉크를 이용한 스마트 디지털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뿐만 아니라 DTP 기술 분야의 개발 추세는 고속, 정밀, 고화질 출력이 가능한 장비 및
가공기술 개발로 현재 출력 속도 1,000㎡/h 이상의 설비가 개발되어 실제 기존 날염 제품의
대체를 위해 생산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능성 잉크를 이용한 스마트섬유소재 개발과 같이
섬유 디지털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
 이와 같이 디지털 날염 기술은 IT, BT, NT, ET, 극한기술 등의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섬유기술을 개발하여 디지털 날염 기술의 적용 분야를 확장하는 실정임
 디지털 날염기술은 섬유산업 분야 제조업 혁신의 핵심 솔루션으로 발전 중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15%이상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날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20%에 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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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P 세계시장 소비 예측현황 ]

* 출처 : Experts Interview, Secondary Sources and QYR Chemicals and Materials Research Center, Aug 2018

 전 시계 디지털날염 시장은 2015년 기준 4억5천만 달러이며, 보수적 예측 기준으로도
2020년엔 9억불 이상의 시장을 형성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디지털 날염 시장은 유럽, 미국 시장이 압도적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섬유산업 전반의 기술 진보로 글로벌 세계시장을 압도함
[ DTP 생산량 지역분포 ]

* 출처 : Experts Interview, Secondary Sources and QYR Chemicals and Materials Research Center, Au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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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세계 섬유의류 시장의 경우 2023년 까지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3,878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세계 섬유의류 시장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세계시장

304,100

315,200

330,500

346,600

359,800

373,500

387,800

3.8

* 출처 : Marketline, Global textile and apperal industry forcast, 2017, 재구성

 세계 섬유수요 규모는 7,380만 톤(’10년)에서 10,240만 톤(’20년)으로 평균적으로 3.3%
증가를 예상하며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세계 섬유산업 수요전망 ]
(단위: 백만 톤, %)

구분

’10

’11

’15

’20

CAGR

천연섬유

25.9

29.0

28.2

29.2

1.2

화학섬유

47.9

55.2

60.1

73.2

4.3

합계

73.8

84.2

88.3

102.4

3.3

* 출처 : The Cellulose Gap, Gherzei(스위스 섬유컨설팅그룹), 재구성

 무분별한 생산성 위주의 천연·화학섬유의 대량생산체제로 고속 경제성장을 얻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초래
 따라서 21세기의 미래섬유산업은 친환경섬유, 고기능성섬유, 스마트섬유, 첨단의료용 섬유
등과 같이 지구의 환경을 고려하면서 기존 섬유의 재질 및 가공을 통한 새로운 감성섬유로
개발하여 환경, 의료, 건강 등에 응용
 Markets and Markets에 따른 친환경 섬유시장을 전망해본 결과 2020년까지 친환경섬유
분야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11.5%로 예측하고 있으며 생산규모는 약 2천2백만 톤을
예상함
▪ 친환경섬유 중에서는 유기농섬유가 가장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며 다음으로 셀룰로오스
재생섬유 분야가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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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섬유의 활용분야는 생활용 및 의류용 이외에도 산업용 분야에서도 친환경 섬유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화학 산업, 자동차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친환경 섬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

(2) 국내시장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의 섬유업계의 친환경 섬유에 대한 개발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
 친환경 섬유는 환경 보존 및 정화,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으로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30% 줄이는 것은 물론 석유자원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발생량을 감소
 국내 섬유의류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2023년 3조 734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내 섬유의류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39,934

38,229

36,596

35,034

33,537

32,105

30,734

-4.3

* 출처 : 통계청 2017, 재구성



산업자원부에서는 섬유산업의 경우, 에너지효율을 2020년에는 0.12수준으로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기준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섬유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정책 제시

 산업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친환경 트렌드는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각종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실정임
 친환경 트렌드의 영향으로 섬유 브랜드 제품에 있어서도 생산성, 기능성, 디자인 측면에
생산에서 폐기까지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중시한 친환경 섬유 브랜드 제품이 출시됨.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에코 트랜드에 주목함에 따라 국내섬유업계가 친환경 섬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제품을 개발과 품질개선에 집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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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 플라즈마 가공 기술
 경제성 및 생산성이 우수한 대기압 플라즈마 가공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소재의 처리공정 기술 개선에 대한 산업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대기압 플라즈마는 1기압(760Torr)에서 플라즈마 상태를 조성하고, 연속식 공정을 통한 대량 생산
적용이 용이
▪ 저압 플라즈마의 경우 진공상태 유지를 위해 챔버나 배기 장치 등의 구축에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며, 배치(Batch)식의 공정이므로 대량 생산 적용에는 부적절함
▪ 국내의 경우 상압 플라즈마 기술에 관련해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 섬유 산업의 경우 in-lin 형태의 고속 공정 및 상압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대기압 플라즈마 공정이 적합함

 환경규제 이슈가 나날이 커져감에 따라 기존 습식공정의 폐액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플라즈마를 이용한 발수 가공은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항균 가공의
경우도 드물게 플라즈마 가공법,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일본에서는 대기압 플라즈마 제트를 이용한 섬유표면의 초발수 가공, 방오가공에 성공하였음

◎ 액체 암모니아 가공기 및 회수장치와 가공기술
 액체 암모니아 가공기 및 회수장치의 개발 또는 기 개발장치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면 직물
또는 니트 소재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중국의 빠른 추격과
물량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면 소재의 셔츠용 직물 등 기존 상용화된 기술과 차별화된 새로운 소재 선정과 액체 암모니아
가공을 통한 새로운 고품위 원단 소재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의 다이렉트 프린팅 기술과 전사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의류분야를
넘어 산업섬유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 확대에 따른 생산성 확보를 위한 고속 프린터
개발과 국내 상용화가 요구됨
▪ 기존 아날로그 기술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multi-level 톤 재현을 통한 신속한 납품, 단기 생산 등에
적합 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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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에 제한 없는 디지털 프린팅 개발과 이에 따른 소재의 미디어 전처리, 미디어 후처리의 장비
개발 및 공정 솔루션을 확보한 디지털 제조 산업의 전환과 확대 할 수 있는 기술을 요구
▪ 다이렉트 DTP, 전사DTP 이외에 라텍스프린팅, UV프린팅, 형광잉크프린팅 등과 같은 특수 잉크의
사용으로 산업분야 확대
▪ 기존 컬러에 형광잉크를 추가하여 화려한 색감을 내는 스포츠웨어분야와 형광잉크 기능으로 인한
보호 기능이 추가된 안전보호복 분야에 적용가능
▪ PET소재와 혼방된 우레탄 및 아크릴 소재 등은 기존 DTP 방식에 접목이 가능
▪ 아라미드, PP, 우레탄, 아크릴 등의 산업소재의 디지털 프린팅은 대부분 안료잉크 및 라텍스, UV잉크를 이용한
출력이 가능하였으나 고가의 잉크로 인해 가격 경쟁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며, 잉크로 인한 이질감이 존재함
▪ 아라미드소재에 전사DTP를 적용하여 레이싱웨어에 적용한 연구사례 있음

 환경 친화적 잉크 및 기능성 소재 개발
▪ 섬유의 핵심 주제는 ECO-Friendly의 focus로 잉크 및 소재의 전 후처리 미디어 솔루션에 사용되는
인체 무해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요구
▪ DTP에서 발생했던 잉크의 유해한 냄새를 개선하기 위한 잉크개발 확대로 최근 HP사에서는
라텍스잉크를 사용한 출력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 학교, 병원 등 사용 허가를 받음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부터 초연결 정보화 시대, 4차산업 혁명 산업환경 변화속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스마트의류 연구 활발하게 진행
▪ 디바이스 및 센서가 내장된 섬유의 수신을 위한 전도성잉크의 선로역할 중요
▪ 최근 일본에서 전도성 잉크를 이용하여 디지털 프린팅 기술로 섬유에 원하는 선로 디자인으로
출력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음
▪ 발열성을 가진 페이스트 및 잉크를 이용한 기능성 아웃도어 제품 출시 사례 있음
▪ 수요 증가를 위한 스마트의류 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

◎ 기술개발트렌드
 국내 염색가공 산업은 섬유제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에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75％ 수준에 불과
 현재 섬유 세계시장은 에코텍스 스탠다드 100(의류나 원단 생산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좋지
않는 화학물질을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하는 국제환경 규격)과 ZDHC(주요 글로벌 브랜드들은
2020년까지 유해물질을 전혀 배출시키지 않는 섬유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친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있음. 과거처럼 선택적인 친환경 제조업이 아닌 국제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필수적인 친환경 제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함
 세계적인 CO2 탄소배출권 관련 제도 강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절감
생산체제 및 공정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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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 가공 기술에 관한 기술 및 특허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섬유 분야의 경우 강화되는 환경규제(RoHS)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의류용 섬유 보다는 각종 산업용 재료나 부품으로 활용되는 기술섬유의 표면
가공기술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기술섬유의 대표적인 사례인 탄소섬유(미국 Hexcel사 제조품) ]

 급격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는
추세이며 친환경 제조업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로 공해·폐수 등이 감축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활성화에 주목됨
 섬유 프린팅 가공기술은 IT, BT, NT, ET, 극한기술 등의 첨단기술과 접목하려는 현 사회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할 기술로 섬유산업의 활성화 기여
▪ 다이렉트 및 전사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장비는 현재 고속화 프린팅 단계
▪ PET, 나일론, 면 섬유 등의 패션 및 생활용 의류 소재들은 그라데이션 등 과 같은 풍부한 컬러감을
내기위한 특수잉크 및 프린터의 S/W 활성화
▪ 소재에 제한성을 없애기 위한 산업용 섬유소재 및 가죽, 비닐 등의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술
확대
▪ 다양한 소재와 특수잉크의 적용을 위한 프린터의 헤드, 메인보드, 노즐막힘 등의 기술 필요성과
고속화 기술 확보
▪ 특수잉크 적용으로 인한 장비의 부가적인 기술 개발로 연속공정 가능한 프린터 기술 확보

 기능성 특수잉크 프린팅 소재는 웨어러블 산업에 접목된 스마트의류의 활성화로 전도성잉크,
발열잉크 등이 사용 증가와 디바이스를 연결할 선의 프린팅 기술 활성
▪ 기존 특수잉크의 기능 외에 부가적인 기술 접목된 융복합 잉크 개발
▪ 섬유를 기반으로 프린팅 됨으로 유연성 및 신축성이 추가된 잉크 개발 요구
▪ 잉크의 분산 기술은 용매 증발 시 쉽게 엉키기 때문에 잉크의 안정성을 떨어트려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분산 기술이 요구
▪ 장비에 적합한 유동 특성(점도, 표면장력 등)의 기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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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환경분석
 현재 섬유 산업에서의 기능성 가공공정은 물리·화학적 여러 공정을 결합시켜 직물의
외관특성과 기능성을 부여하면서 촉감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섬유용
가공제를 선택하여 그 목적을 달성함
 국내 염색가공업계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능성 가공방식은 열가공장비인 텐터(tenter)를
이용해 물과 함께 희석된 가공제를 텐터 bath에 채운 후, 이 가공제를 원단을 푹 담구고
이어서 강한 압력의 맹글(Mangle)로 짠 후 열처리를 통해 섬유에 고착시키는 방식임
 이러한 기존 가공방식을 활용하면 다량의 용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폐수도 발생될 뿐만
아니라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공정방식이라 할 수
없음
 또한 패딩방식으로 원단 표면에 가공제를 처리하면 균일하게 처리되지 않아 불량생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원단의 한 쪽 부분만 가공액을 바르는 방식의 편면 가공과 앞·뒷면에
다른 가공제를 처리하는 복합가공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외 섬유시장에서는 초절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 기능성 가공 설비 및 가공조제, 공정기술 개발
 현재 국내에서 용수를 기존보다 절약하여 섬유에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UV 활용, 저온
상압 플라즈마, 3차원 프린팅, 핫멜팅 및 초음파 활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함
 섬유 플라즈마 가공기술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전기 분야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섬유 분야의 경우 플라즈마 가공기술 개발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며,
대규모 설비 구축을 위한 플라즈마 열원 장비 등의 설계, 제작을 위한 기반의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액체암모니아 가공기의 가동상황은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이며,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1970년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직물에 편중되어 설치된 이후 신규 설치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 부각으로 설비가 설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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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초임계 유체 기술의 경우 천연 약용물질을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여 추출한 후 이를 초임계
유체 가공기술로 섬유에 후가공한 사례는 독일, 일본, 벨기에 등의 대학교 실험실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상업화 된 설비나 제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출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의 염색기술에 대한 연구는 독일 Uhde사가 1997년
오사카 섬유기계전시회에서 30L 용량의 염색욕조를 갖춘 장치를 선보인 바 있음. 일본은
2003년부터 일본 경제 산업성 주도로 「초임계이산화탄소 텍스타일 가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3→100→350L 용량의 장치 업그레이드 연구를 진행하였음
 2009년 네덜란드 DyeCoo사는 1000L 규모의 폴리에스테르의 상업 염색을 시작하고,
2012년부터는 면 염색도 시도 중임. 최초로 초임계유체 염색기의 상용화를 시도한 독일의
특허권 만료와 동시에 태국의 염․가공 기업과 제휴, 출자하여 현재 전 세계 유일의 상업화를
진행 중임
 해외 브랜드 시장에서도 친환경 섬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며 adidas, H&M 등 글로벌
기업도 앞 다투어 업사이클 제품을 출시하며 에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추세
 업사이클링은 단순한 재활용(Recycling)의 차원을 넘어 제품에 윤리적인 가치와 기능성을
부여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
기업 및 상품명

주요내용

[Adidas Parley]
- 세계 2위의 스포츠용품 제조사
- 해양 플라스틱 원단을 업사이클한 신소재 ‘팔리오션
플라스틱 TM’개발
- 한 켤레당 평균 11개의 플라스틱 병 사용

[H&M Consious collection]

- H&M의 지속가능한 의류컬렉션
- 해안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들어낸 폴리에스터 ‘바이오닉’이
주재료로 사용됨
- 헌 옷으로부터 재탄생한 ‘데님 컬렉션,’재생폴리에스테르‘의
기술로 디자인 연구

[patagonia Truth to Material]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 Truth to Material’ 제품 6종
출시
- 재활용 및 유기농 원료 사용하는 친환경 제품 개발
- 염색 가공처리를 하지 않은 캐시미어, 쓰레기로 버려진 면,
울, 다운재킷을 재생해 염색가공을 줄이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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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암모니아 가공기와 회수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탈리아 Lafer사 외 중국 등
소수이며, 가공기업은 최근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
 플라즈마 가공기술의 경우 미국 내에서는 일반 의류섬유 보다는 고부가가치 상품인
기술섬유에 대한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며, 2017년 기준 미국 섬유산업 매출의
44.5%를 차지하는 분야임
▪ 대표적인 미국의 섬유기술기업인 APJeT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원단의 외형, 기능, 촉감을 개선시키는
공정에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였음
▪ 세계적으로 환경규제(RoHS)가 나날이 강화됨에 따라 건식공정인 플라즈마 가공 기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탈리아 HTP Unitex의 플라즈마 섬유가공설비 ]

* 출처 : HTP Unitex 홈페이지

▪ 이탈리아의 HTP Unitex에서는 10kHz에서 구동되는 roll-to-roll 방식의 플라즈마 처리장치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됨. 산소, 질소,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하며, 스포츠웨어
용도의 흡습성 및 접착가공 등에 적합함

 DTP 장비 및 잉크
▪ 장비 : HP, MS, Kornit Digital, Roland
▪ 잉크 : HP, Dupont, Huntsman, JK Group, Kornit, DyStar SPGprints, BASF, Jay Chemical,
Marabu, Dow Corning, EFI, Sensient, Magna Colours, Anajet, Print-Rite, Lanyu, Hongsam,
INKBANK, TrendVIsion, INKWIN

 이탈리아 EFI Reggiani사의 UV 경화 기술
▪ DTP를 활용한 기능성 가공으로 발수, 방오, 항균/방충 들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디지털날염기술을 이용한 염색 및 기능성 가공 동시 운용 시스템과 고착을 위한 열 경화 또는 UV
경화 기술사용으로 친환경 저에너지형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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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I Reggiani사의 UV 경화기술 장비 ]

[EFI Reggiani사의 UV 경화기술 장비]
 이탈리아 EFI Reggiani사의 COLORS
▪ DTP장비 잉크 11색 +침투제로 디지털 날염공정을 진행하여 원단 표면에 잉크의 침투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함께 갖춘 획기적인 기술 확보
[ EFI Reggiani사의 COL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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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I Reggiani사의 COLORS_침투제 분사 전 VS 후 ]

(2) 국내 플레이어 동향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확고한 가치관에 따라 국내 업체에서도
친환경 가치를 중점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출시


효성은 국내 처음으로 페트병이나 폴리에스터 원사 등을 재활용한 의료용 원사를
개발하였으며 최근 나일론에 이어 폴리에스터 재활용 원사인 ‘리젠(Regen)’을 출시함.
석유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기존 폴리에스터 섬유와 달리 리젠은 페트병을 수거한 뒤
작게 조각내고 칩으로 만든 뒤 실로 추출함
[ H사의 친환경가방 ]

 이 기술은 100%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실로 플라스틱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플리츠마마가 제작한 니트 플리츠백 1개에는 500ml 생수병 16개에서 추출한 실이
사용. 원단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방법이 아닌 원하는 모양 그대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자투리
원단도 남기지 않으므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패션아이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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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플라즈마 표면처리 기술은 전자기기와 반도체를 비롯한 금속 절단, 연마, 항공부품
등에 관련된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섬유가공 목적의 플라즈마 기술 관련 기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신일기업사: 섬유 가공용도의 플라즈마 설비의 수출입 등 플라즈마 설비를 비롯한 전모기, 기모기,
Gill box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함
▪ 신한산업: 플라즈마를 이용한 섬유직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에 PET, 나일론, 멜란지류, 방투습용
기능성 원단 등 다양한 섬유직물을 취급함. 비불소계 발수제 처리시 플라즈마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신풍섬유: 각종 기능성 섬유 및 친환경 섬유 전문 섬유기업으로, 플라즈마 섬유가공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친환경 PLA소재의 제품화에도 성공하였음

 국내에서 액체암모니아 가공기와 회수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은
일성기계공업이 유일한 상황이며, 직물용도로 한정됨
▪ 2001년 직물 용도의 액체암모니아 가공기 및 회수시스템이 설치된 다이텍연구원은 설치 장소 주위
시설과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매각 절차 중임
▪

다이텍연구원의 운용 사례를 참고하여 2014년 경 니트 용도의
회수시스템을 설치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현재 니트 용도로 운용 중임

액체암모니아

가공기

및

▪ 장비 : 신도리코, 평안, 디젠, 디지아이
▪ 잉크 : 삼성휴톤, 대한잉크, 경인양행, 잉크테크, 오영산업, 한국특수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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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플라즈마 가공기술 분야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국가핵융합연구소,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주로

[ 플라즈마 가공기술 분야 주요 연구인력 현황 ]



기관

성명

직급

국가핵융합연구소

윤정식

센터장

국가핵융합연구소

송미영

본부장

국가핵융합연구소

최용섭

본부장

국가핵융합연구소

김성봉

본부장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황명근

본부장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최선용

본부장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손병구

실장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최원석

실장

한국기계연구원

이대훈

실장

액체암모니아
섬유가공
소재
분야는
니트용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액체암모니아

[ 액체암모니아 기반 섬유소재 분야 주요 연구인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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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급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이인열

본부장

가공기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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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기술개발 동향
◎ 플라즈마 가공
 플라즈마 가공기술 분야 주요 연구개발 기관
▪ 다이텍연구원
-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섬유표면가공기술 보유
▪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 나노, IT, 신소재, 에너지, 친환경, 바이오 등 분야별로 플라즈마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
일의 정부출연 플라즈마 전문 연구 기관
▪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 열플라즈마, 나노소재, 융복합소재, 퀀텀닷, 농산물 분야에 특화된 기술 보유
▪ 한국기계연구원 플라즈마연구실
- 환경, 에너지, 화학플랜트, 신소재 분야 관련 플라즈마 공정설비 및 기술 보유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기초연구사업
▪ 한국반도체산업회/한국반도체연구조합: 산학연 응용플라즈마연구 지원사업
▪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실용화 전주기 R&D지원사업

◎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특수잉크 연구 개발 기관
▪ 서울화학연구소
- 절연코팅잉크 부분의 열경화형, UV 경화형 및 PSR잉크 독자적인 개발
- LED잉크, 전도성 페이스트 개발
▪ 잉크테크
- 전사, 수성 염·안료, 솔벤트, 에코 솔벤트, 마일드 솔벤트, 및 오일 잉크를 개발, 공급
- 분산, 표면처리와 나노기술의 결합
- 솔벤트 잉크와 에코솔벤트 잉크의 장점을 조합한 마일드솔벤트 잉크 개발
- 기존 안료잉크보다 컬러의 농도를 2배 증가시켜 염료잉크에 버금가는 선명하고 깨끗한 색감을 구현
한 파워크롬 잉크 개발
- 산업용 프린터 제조사 중 유일하게 Total Solution 제공(UV프린터 + UV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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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질의 UV Ink 제조기술 및 전도성 잉크 개발 연구
▪ 욱성화학
- 주로 유/무기 안료 기술 개발
- 자외부에서 가시광선 단파장영역의 자, 청, 청록(389nm-640nm)의 광에 의해서 아주 선명한 색상
을 띄는 주광형광 잉크 개발
- 진주모양으로 외관이 화려한 펄 잉크 개발 및 축광잉크 개발
- 텍스타일 및 고무 출력
▪ 두성산업
- 도전성 관련 페이스트, Elastomer, fabric 등의 연구 개발

 국가 연구개발 지원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섬유의류
- 소재부품전문기술개발사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 DTP 및 전 후처리 장비 연구 지원
▪ 한국화학연구원
- 염/안료 기술 지원
- 분산 기술 지원
▪ 한국전기연구원
- 전도성 잉크 기술 지원
▪ 다이텍연구원
- 다이렉트 DTP, 전사DTP의 출력 솔루션 기술을 확보
- 소재의 전 후처리 media 및 공정 솔루션 연구 지원
- ICT 융복합 스마트의류 연구 진행

 장비 지원
▪ 산업기술개발 장비 공동이용 시스템 e-Tube
▪ 연구기반 활용 사업 장비활용종합 Z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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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암모니아
 액체 암모니아 가공기술 분야 주요 연구개발 기관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니트용 Lafer사 가공기와 회수장치 보유 및 면 소재 가공기술 보유
▪ 다이텍연구원
- 직물용 액체 암모니아 가공을 통한 소재 가공기술 보유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뿌리기술 전문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대상 시설 및 장비 지원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광역권내 또는 광역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동반성장을 촉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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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기술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기술은 기존 섬유 기술에 추가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 플라즈마 가공 기술,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 등이 포함됨
요소기술

코드

설명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

A

PET 재생 소재, 생분해 소재, 식물계 원료 사용
소재 등을 이용한 섬유의 제조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

B

초임계 CO2 환경에서 섬유에 발수, 발유, 항균성
등의 기능성 부여를 위한 친환경 건식 가공기술 및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제조기술

플라즈마 가공 기술

C

기존 기술이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부산물 등을
만들지 않고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섬유의 표면을
개질할 수 있는 기술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

D

액체암모니아를 섬유소재 가공 및 사용 후
이상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기술

E

형광, 재귀반사, 메탈, 라텍스, UV 잉크 등
차별화된 특수잉크 적용 디지털 프린팅 기술,
아라미드, PP 등 산업용 합성소재 및 부직포,
레이스, 편물, 가죽 등의 소재에 따른 디지털
프린팅 기술, IT 융복합 섬유소재 개발의 디지털
전도성 프린팅 기술

디지털날염(DTP)공정을활용한
섬유소재의기능성가공기술

F

섬유소재에 발수, 방오, 항균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디지털 가공기술, 원단표면에
워싱가공, 광택부여 등 심미성을 구현하는 디지털
가공기술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

G

초임계 CO2를 이용한 천연 약용물질의 추출 및
섬유가공을 통한 생리활성 섬유 제조기술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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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기술의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분석함
▪ 출원인 국적별 요소기술별 특허동향에서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유럽, 일본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A)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국적의 출원인의 출원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 다음으로 미국,
일본, 유럽국적 순으로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

2,048

1,139

1,102

1,020

594

5,903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

48

220

57

43

57

425

플라즈마 가공 기술

92

407

47

127

151

824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

12

81

5

17

36

151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100

719

153

587

315

1,874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

15

34

2

27

12

90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

16

0

0

2

3

21

합계

2,331

2,600

1,366

1,823

1,168

9,288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B)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한국, 유럽 국적 순으로 많은 특허 출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플라즈마 가공 기술(C)에서도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 한국, 일본 국적 순으로 많은 특허 출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D)에서도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 한국, 일본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E)에서도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 일본, 한국 국적순으로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F) 역시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 한국, 일본 국적 순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G)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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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 및 외국국적의 출원인 모두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A) 및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E)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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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요소기술 모두 집중비율 차이는 있지만
요소기술별로 비슷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국적

출원인과

외국국적인

모두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

연도별로 살펴보면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A), 플라즈마 가공 기술(C),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F)들이 10년 전부터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D),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F),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G)은 활발하게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A) 기술은 국적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B), 플라즈마 가공 기술(C),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D),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E),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F)은 외국국적 출원인의 출원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국적 출원인의 출원량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국적 출원인의 출원량은 많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의 요소기술은 출원량이 미미하여 경향성을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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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 주요 기술별 출원인
요소기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

플라즈마 가공 기술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

기술
집중도

주요출원인

국내 특허동향

●

§
§
§
§

Toray
코오롱
BASF SE
E.I. DU PONT

◓

§
§
§
§

Nanotek
Abbott Cardiovascular
Renmatix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Applied Materials
Tokyo Electron

●

◔

§
§
§
§
§

E.I. DU PONT
ADESSO
ADVANCED
MATERIALS WUXI
한국과학기술원

기업 및 학교 중심
코오롱, 한국과학기술원, LG화학
등

§
§

기업 및 학교 중심
한국과학기술원, 한화케미칼, 경
상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
§

학교 및 기업 중심
한국과학기술원, 아모그린텍, 코
오롱 등

§
§

학교 중심
한국과학기술원

§
§

학교 중심
부산대학교, 롯데첨단소재, 경북
대학교 등

§
§

DyStar
Distribution
Xerox
Seiko Epson

◯

§
§

Hueck Rheinische
Xerox

§
§

기업 중심
GMP,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

◯

§
§
§

CHROMACON AG
에코마인
전남대학교

§
§

학교 및 기업 중심
에코마인, 전남대학교, 계명대학
교 등

§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

Colours

§
§

※ ●: 700건 이상, ◕: 500~699건, ◓: 300~499건, ◔: 100~299건, ◯: 100건 미만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A)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A)분야는 Toray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코오롱, BASF SE, E.I. DU PONT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B)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B) 분야는 Nanotek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Abbott Cardiovascular, Renmatix,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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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 가공 기술(C)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플라즈마 가공 기술(C) 분야는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Applied Materials, Tokyo Electron 순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D)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D) 분야는 E.I. DU PONT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ADESSO ADVANCED MATERIALS WUXI, 한국과학기술원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E)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E) 분야는 DyStar Colours Distribution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Xerox, Seiko Epson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F) 및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G)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일부 기업과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으나, 그 출원량이 1~2건으로 양이 많지 않아 주요 출원인은
존재하고 있지 않음

◎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한국 출원인은 상대적으로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E),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D), 플라즈마 가공 기술(C) 분야의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G)의 특허출원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출원인은 상대적으로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G)분야의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B), 플라즈마
가공 기술(C),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D)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출원인은 상대적으로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G),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F),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D) 및 플라즈마 가공 기술(C)분야의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A)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출원인은 상대적으로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G)분야의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E),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F)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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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42를 상회하는 국가로는 다출원 상위 6개 국가 중 프랑스와 미국이
있으며, 특허의 평균적인 질적 수준이 높은 특허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임
▪ 미국은 프랑스에 비해 시장력 수준이 낮지만,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시장성
역시 높은 국가로 나타남
▪ 한국은 개별 특허의 평균적인 시장력이 다출원 상위 6개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장력 총량은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총량 개념(특허출원수 X 평균 PFS)에서는
시장력 총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는 개별 특허의 평균적 시장력이 큰 국가에 속하지만, 질적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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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CPP

(Σ패밀리수/Σ특허수)

(Σ피인용수/Σ특허수)

2600

1.78

2.55

한국

2331

1.10

0.19

일본

1366

1.07

0.60

독일

672

1.27

0.96

프랑스

263

1.96

0.50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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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0.36

전체평균

135

1.42

1.79

국가

특허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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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A)와 플라즈마 가공 기술(C)이고, 공백기술은 특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F),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G)로 나타남
▪ 경쟁이 치열한 기술 중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A)가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A)에 비해 플라즈마 가공 기술(C)이 덜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기 2개의 요소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요소들은 공백기술로 나타남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

◓

플라즈마 가공 기술

●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

◔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

◯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

◯

※ ●: 700건 이상, ◕: 500~699건, ◓: 300~499건, ◔: 100~299건, ◯: 100건 미만

◎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요소기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
플라즈마 가공 기술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친환경 해도형/생분해성 고분자 섬유 제조 기술, 식물유래 조성물을
함유한 섬유 기술
•초임계 유체를 가소제로 사용하여 섬유를 제조하는 기술, 고밀도
유체를 이용한 섬유 처리 기술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 기술
•암모니아 회수 재활용하는 기술
•섬유 소재별 전처리 조성물 개발, 섬유 조제용 첨가 조성물 기술

•디지털 날염 전처리 조성물 기술, 최적 직물 제조 기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천연 물질 추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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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기술은 대기업이 주로 연구를 이끌고
있으며, 그 외의 기술은 학교 및 중소기업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A)분야는 친환경 해도형/생분해성 고분자 섬유 제조 기술,
식물유래 조성물을 함유한 섬유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B)분야는 초임계 유체를 가소제로 사용하여 섬유를 제조하는
기술, 고밀도 유체를 이용한 섬유 처리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플라즈마 가공 기술(C)분야는 섬유에 대한 표면 처리, 후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D)은 암모니아 회수 재활용하는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E)은 섬유 소재별 전처리 조성물 개발, 섬유
조제용 첨가 조성물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F)분야는 디지털 날염 전처리 조성물
기술, 최적 직물 제조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G)분야는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천연 물질 추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기술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D), 디지털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F),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G)과 관련된 기술로 나타나며, 상기 3개의
기술요소 모두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로 나타남
▪ 상기 3개 기술요소 외에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A)기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B), 플라즈마 가공 기술(C) 역시 중소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기술로 나타남. 다만, 상기
기술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개발하려는 기술에 대한
장벽특허가 존재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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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 확정
[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분야 요소기술 도출 ]
요소기술
친환경 소재를

출처

이용한 섬유의 제조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천연물을 이용한 가공(천연추출물, 효소 등)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잉크젯(디지털 날염) 방식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염색·가공 기술

고분자 섬유의 삼차원 프린팅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플라즈마 가공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디지털 날염(DTP) 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초임계 CO2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전도성 섬유 제조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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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 선정
▪ 기술개발시급성(10), 기술개발파급성(10), 단기개발가능성(10), 중소기업 적합성(10)을 고려하여 평가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특허/논문 분석

→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품목별 전문가 요소기술
분류 조정·재정의

•전문가 추천

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요소기술

선정평가

•평가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분야 핵심기술 ]
분류

섬유 생산
기술 분야

핵심기술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고분자 섬유의 삼차원
프린팅 기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

가공기술
분야

디지털 날염(DTP) 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
플라즈마 가공 기술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

섬유 제조
기반 기술

246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전도성 섬유 제조 기술

개요
- 형광, 재귀반사,
메탈, 라텍스, UV 잉크 등 차별화된 특수잉크 적
용 디지털 프린팅 기술
-아라미드,PP등산업용합성소재및부직포,레이스,편물,가죽등의소재에따
른디지털프린팅기술
- IT융복합섬유소재개발의디지털전도성프린팅기술
- 염색 폐수 등의
환경오염 요인의 발생 없이 프린팅 소재에 착색
물질을 함께 혼입하여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 초임계 CO2 환경에서 섬유에 발수,
발유, 항균성, 전도성 등의
기능성 부여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건식 가공기술 및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제조기술
- 섬유소재에 발수, 방오, 항균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디지털 가공기술
- 원단 표면에 워싱가공, 광택 부여 등 심미성을 구현하는 디지털 가
공기술
- 기존 기술이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부산물
등을 만들지 않고 플라
즈마를 이용하여 섬유의 표면을 개질할 수 있는 기술
- 초임계 CO2를
이용한 천연 약용물질의 추출 및 섬유가공을 통한
생리활성 섬유 제조기술
- 액체암모니아를 섬유소재 가공 및 사용 후
98% 이상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기술
- PET 재생 소재, 생분해 소재, 식물계 원료 사용 소재 등을 이용한
섬유의 제조
- 우수한 전도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초임계 CO2 섬유가공공정 기술
- 전도성 섬유의 제조 공정 단축 및 표면 저항개선과 내구성 향상에
따른 활용 범위 확대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친환경 고부가 섬유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매우 낮고, 국내 시장 성장률도 4.27%로 세계
시장 성장률 3.84%대비 시장 발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남
 최고기술 보유국은 일본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일본대비 82%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중인
것으로 조사됨, 국내 중소기업은 일본에 비해 평균 약 3.2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2,331건의 출원량을 보이며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 나타났지만 특허 피인용지수가 0.19로 최대 피인용지수를 보인 미국(2.55) 대비 많은
차이를 보임,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내 특허의 질과 경쟁력은 낮은 상태로 나타남
[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분야의 전략 캔버스(Strategy Canvas) ]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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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

친환경 가공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섬유의 개발 및 양산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기술

리사이클, 생분해 등
친환경 섬유 제조 기술 및
제품 개발

특수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기능성 부여 특수 잉크를
활용한 DTP 상용화 및
고부가 섬유 제품 개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유체섬유 후가공 기술 및
가능성 제품 개발

디지털
날염(DTP)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 기술

기능성 부여 특수 잉크를
활용한 DTP 후가공 기술
및 제품 개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가공기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내구성 부여 후가공 기술
및 기능성 섬유 제품 개발

플라즈마 가공기술

섬유기재에 적용 가능한
기능성 부여 플라즈마
상용화 가공 기술 개발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기술

액체 암모니아 가공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섬유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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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비고

기술개발

기술개발

단기개발

중소기업

시급성

파급성

가능성

적합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섬유의 제조

7

6

6

7

26

선정

고분자 섬유의 삼차원
프린팅 기술

4

8

6

7

25

선정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섬유
가공기술

9

7

7

8

31

선정

플라즈마 가공 기술

8

9

9

9

35

선정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

8

9

8

8

33

선정

특수 잉크 디지털 프린팅
및 소재별 상용화 기술

8

8

6

8

30

선정

9

8

8

8

33

선정

8

8

9

8

33

선정

5

7

6

7

25

선정

디지털 날염(DTP) 공정을
활용한 섬유소재의 기능성
가공기술
기능성 부여를 위한 천연
약용물질의 초임계 추출 및
섬유 가공기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전도성 섬유 제조 기술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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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융합 섬유

바이오 융합 섬유

바이오 융합 섬유
정의 및 범위
▪ 바이오 융합 섬유는 국민 생활 및 건강 증진에 관련한 수술/치료용, 신체기능 보조용, 헬스케어 및
피부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소재 및 제품을 의미. 천연 유래 소재를 기반으로 한 섬유 소재화
기술 및 가공기술을 포함
▪ 국민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섬유 소재 및 제품으로 창상치료/지혈/유착방지/조직재생용
섬유 제품, 피부개선을 위한 미용 제품, 위생용 제품, 항균/항바이러스성의 헬스케어 섬유제품 등이
이에 해당됨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바이오 융합 섬유 산업은 인구의 초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세계) 천연 섬유 복합재료의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2023년 약 90.9억 달러로 전망

연장에 따른 신규 수요 증가, 바이오·의료 관련 기술의
진보 등을 성장 동력으로 하여 고부가가치의 거대

•(국내)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은 2017년 약 523억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원에서 2023년 약 1,038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바이오 융합 섬유산업은 제조 설비의 범용성이 낮고,
전망

전문성이

강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이

요구되는

중소기업형 산업

정책 동향
•정부가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기술 동향
2025’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미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
분야에 2.9조를 투입할 계획

•고령화와 야외 활동의 증가로 건강, 웰빙, 외모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기능성

바이오 융합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

•섬유업체의 사업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생산
체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첨단 의료용 소재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 지원

•만성

창상치료용

섬유제품,

조직재생용

섬유제품,

흡수성 지혈용 섬유제품 등 바이오 섬유 제품 개발 중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만성 창상 치료용 섬유, 조직 재생용 섬유, 흡수성
지혈용 섬유,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 개발 기술

•(해외)

Nature

Works,

Rennovia,

Technologies, Biomedical Structures
•(대기업) GS칼텍스, 대상, CJ제일제당, LG화학,
•(중소기업) 에스테팜

Atex

•인체친화적 위생소재 및 제품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무독성 향균/향바이
러스 가공 기술
•피부질환 개선용 스킨케어 섬유 제품
•피부 부착용 코스메틱 섬유 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고부가가치 바이오융합 섬유소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른 제품 개발
➜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신시장 창출 가능한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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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바이오 융합 섬유는 섬유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하여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섬유 소재 및 제품을 의미함
▪ 국민 생활 및 건강 증진에 관련한 수술/치료용, 신체기능 보조용, 헬스케어 및 피부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소재 및 제품
▪ 천연 유래 소재를 기반으로 한 섬유 소재화 기술 및 가공기술을 포함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바이오 융합 섬유 소재는 인체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최종 제품 또한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생체기능성을 가져야 함
▪ 생체적합성: 생체조직이나 체액, 혈액 등과 접촉 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
▪ 생체기능성: 체내에 존재하거나 접촉하고 있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성
▪ 관련 제품: 창상치료, 지혈, 유착방지, 조직재생 목적의 섬유 소재 및 제품

 바이오 융합 섬유에는 헬스케어와 피부미용 등과 같은 국민 보건과 위생,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련한 다양한 용도로의 확대 제품도 포함됨
▪ 인체보호용 헬스케어 섬유제품: 유해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항균/항 바이러스성
헬스케어 섬유제품
▪ 인체친화적 위생소재 및 제품: 위생용 기저귀 및 생리대 등과 같은 인체에 안전한 위생용 섬유소재
및 제품
▪ 코스메틱용 섬유 제품: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다양한 영양분과 수분 및 검증된 유효성분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크시트 또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와 같은 피부 부착용 섬유제품

 최근 섬유산업은 기존 섬유산업과 신기술의 융합화를 통해 고부가 첨단융합 산업으로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선진화에 따라 웰빙, 건강, 외모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인체친화적 천연소재 및 기능성 바이오 융합 제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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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세계 바이오 융합 섬유(Medical Textile)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국내 제품도 원료 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발된 제품 역시 단순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특정 제형에 한정되어 있음.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와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부진에
따라 산업생태계 구축 및 R&D 성과의 상용화가 지체되고 있음
 따라서, 고부가가치형 바이오융합 섬유소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른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소재부터 제품까지 각각의 요소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의
확보를 통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그간 전통 산업기술로
축적해온 첨단 섬유제조 기술을 새로운 분야의 바이오 기술과 융합하여, 초기 단계에 있는
바이오융합 섬유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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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바이오 융합 섬유는 적용 범위에 따라 인체 치료용 섬유, 헬스케어용 섬유, 코스메틱용
섬유로 분류하며, 인체 치료용 섬유에는 직접적인 치료에 적용되는 창상치료, 지혈, 유착방지,
조직재생 목적의 섬유 제품과 혈액투석, 여과에 관련한 신체기능 보조용 섬유 제품이 포함
 헬스케어용 섬유제품은 인체보호용 제품과 위생소재 등이 해당되며, 코스메틱용 섬유제품은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 부착형 섬유제품을 의미함

[ 제품분류 관점 기술범위 ]

섬유

적용분야

치료용 섬유

바이오 융합
섬유

제품/기술
•임플란트형 (연조직용, 경조직용, 혈관용)
•비임플란트형 (창상치료용, 지혈용, wound closure)
•신체기능 보조용 (투석)

헬스케어용 섬유

•위생소재 및 제품
•감염방지 섬유제품
•피부질환 개선용 스킨케어 섬유제품

코스메틱용 섬유

•미용 목적의 피부 부착형 섬유제품

(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바이오 융합 섬유는 원소재 기술과 응용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료산업 분야, 헬스케어
분야, 코스메틱 분야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발전
 고령화 및 기술·산업간 융복합 가속화에 힘입어 개인 맞춤형, 일상 관리형 의료/건강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산업인 헬스케어 및 코스메틱 분야까지 지속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
 전방산업은 섬유제품산업을 기본으로 의료용 섬유를 활용하는 의료산업, 헬스케어 산업,
코스메틱 산업 등이 존재하며 적용 및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
 후방산업은 원소재 산업 (예: 원사 제조, 제직/편직/부직포, 염색/가공, 봉제, 포장), 융복합
재료 산업 (예: 유효성분, 기능성 원료, 첨가제, 가공제, 멸균) 등의 분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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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융합 섬유 기술 산업구조 ]
후방산업

바이오융합 섬유 기술분야

전방산업

창상치료용 섬유제품, 임플란트형
원소재 산업

치료용 섬유제품, 신체기능보조용

섬유제품산업, 의료산업,

융복합 재료 산업

섬유제품, 헬스케어용 섬유제품,

헬스케어 산업, 코스메틱 산업

코스메틱용 섬유제품

◎ 용도별 분류
 공급망 관점에서는 창상치료 관련 제품, 임플란트형 치료용 섬유제품, 신체기능 보조용 제품,
헬스케어용 섬유제품, 코스메틱 섬유제품으로 나뉨

[ 용도별 관점 기술범위 ]

섬유

바이오 융합
섬유

적용분야

제품/기술

창상치료용 섬유제품

Ÿ

창상드레싱재, 상처봉합형 제품, 지혈패드

임플란트형 치료용
섬유제품

Ÿ
Ÿ
Ÿ
Ÿ
Ÿ

유착방지막, 흡수성 지혈제
인공혈관, 카데터, 봉합사 관련 제품
연조직지지 제품 (탈장메쉬, 요실금용 구조체)
정형외과 관련 제품
조직재생용 조직공학제제

신체기능보조용
섬유제품

Ÿ

혈액 투석용 제품, 백혈구 정화 필터

Ÿ
Ÿ

기저귀 및 생리대 등 인체친화적 위생소재 및 제품
수술용 가운, 드레이프, 마스크와 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항균/항바이러스성 섬유제품
화상이나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개선용 스킨케어 섬유제품

헬스케어용 섬유제품

Ÿ

코스메틱용 섬유제품

Ÿ

마스크시트, 마이크로니들 패치 등 미용 목적의 피부 부착형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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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바이오 융합 섬유 시장은 인구의 초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신규 수요 증가,
바이오·의료 관련 기술의 진보 등을 성장 동력으로 하여 고부가가치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바이오 융합 섬유산업은 높은 기술력 축적이 필요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대부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심의 기술상위 국가가 주도하고 있음. 제조 설비의 범용성이
낮고, 전문성이 강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이 요구되는 중소기업형 산업
 오래전부터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섬유소재기술과 의료기기의 융합화를
통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시도되어 왔음. 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소재와 부품, 제조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소량의 시제품 생산설비를 갖추어 상업화가
이루어지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 결과 현재는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술발전을 이루어냄
 핵심 부품·소재로 사용되는 섬유소재는 모노필라멘트, 멀티필라멘트, 방적사 등의 원사를
비롯하여, 직/편물, 브레이드, 부직포 등의 패브릭 형태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섬유제품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
 최근 바이오산업이 미래형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대부분 신약 개발과 같은 제약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소재에
기반을 둔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음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대부분의 업체는 규모가
영세하여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임상 및 임상 시험에 대한 막대한 비용 부담과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섬유, 고분자, 바이오, 의료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고성능의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생산기술 및 기반을 국내에서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원료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단순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 특정 제형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바이오 융합섬유 소재로 사용되는 다양한 천연 유래
또는 합성 섬유 소재 발굴 및 섬유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직, 제편,
부직포 제조 공정을 통한 다양한 원단 제조, 적용 분야에 따른 가공 공정과 최적화된 컨버팅
공정 개발, 제조 후 제품 평가 및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함
 세계 바이오융합 섬유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성숙기에 도달하고 있지만, 섬유 기술 측면에서
보면 기존 섬유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첨단 섬유 기술이 접목된
차별화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미래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며,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제품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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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천연 섬유 복합재료는 건축&건설, 자동차, 전기&전자기기, 기타 등의 용도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
▪ 건축&건설 분야
- 가공된 셀룰로오스 섬유, 목재 펄프, 목분과 같은 목질 섬유 복합재료는 갑판, 난간, 가구, 도어
패널, 창틀, 기타 건축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 자동차 분야
- 경량인 아마, 황마, 케나프, 사이잘과 같은 비목질 섬유 복합재료는 도어패널, 헤드라이너 패널,
시트 백 등을 만드는데 사용됨
▪ 전기&전자기기 분야
- 악기, 노트북 케이스, 확성기 등의 구성에 사용됨
▪ 기타 분야
- 스포츠 용품, 헬멧, 문진, 거울 케이스, 장난감 등에 사용됨

 전 세계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은 2017년 4,170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1.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8,090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Marketsandmarkets, Natural Fiber Composites Market, 201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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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세계시장

4,170

4,660

5,200

5,810

6,490

7,240

8,090

11.7

* 출처 : Marketsandmarkets, Natural Fiber Composites Market, 2016, 재구성

 전 세계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은 종류에 따라 목질 섬유 복합재료와 비목질 섬유
복합재료로 분류되며, 2017년을 기준으로 목질 섬유 복합재료가 80%로 비목질 섬유
복합재료보다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목질 섬유 복합재료는 2017년 3,335백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6,460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평균

성장률

11.6%로

증가하여,

▪

비목질 섬유 복합재료는 2017년 846백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1,652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평균

성장률

11.8%로

증가하여,

[ 글로벌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의 종류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Marketsandmarkets, Natural Fiber Composites Market, 2016, 재구성

 전 세계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은 제조공정에 따라 압출 성형, 사출 성형,기타 성형으로 분류됨
▪ 압출 성형은 2017년 3,391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2.0%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6,678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사출 성형은 2017년 334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2.1%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663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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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성형은 2017년 455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9.2%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774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의 제조공정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Marketsandmarkets, Natural Fiber Composites Market, 2016, 재구성

 전 세계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은 용도에 따라 건축&건설용, 자동차용, 전기&전자기기용,
기타용으로 분류되며, 2017년을 기준으로 건축&건설용이 67.4%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냄
[ 글로벌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의 용도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Marketsandmarkets, Natural Fiber Composites Market, 2016, 재구성

▪ 건축&건설용은 2017년 2,818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1.3%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5,346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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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은 2017년 994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2.8%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044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기&전자기기용은 2017년 213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2.1%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423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기타용은 2017년 155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1.6%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99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전 세계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북미 지역이
44.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북미 지역은 2017년 1,850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0.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3,404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17년 1,176백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2,42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평균

성장률

12.8%로

증가하여,

▪ 유럽 지역은 2017년 1,043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2.3%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094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남미 지역은 2017년 67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9.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16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44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9.5%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77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의 지역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Marketsandmarkets, Natural Fiber Composites Market, 2016, 재구성

 바이오 융합 섬유의 상위 산업인 바이오산업에서 바이오 섬유와 관련된 시장은 2017년 기준
생산량인 약 2백만 톤 중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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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바이오산업 시장인 미국의 바이오 메디컬 시장은 2015년 기준 2억 7,630만 달러 규모로
2020년까지 매년 10.1% 성장하여 2020년에는 4억 4,7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 미국의 바이오메디컬 섬유 시장 전망 ]

* 출처 : Biomedical textiles market analyse, grand view rese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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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국내의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은 2017년 526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12.1%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0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천연 섬유 복합재료 시장 규모 ]
(단위: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526

590

661

741

831

932

1,044

12.1

* 출처 : Marketsandmarkets, Natural Fiber Composites Market, 2016, 재구성

 바이오 융합 섬유를 포함한 국내 전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17년 약 13조 6,056억
원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18.2%씩 상승하여 ’23년에는 약 37조 2,541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바이오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국내시장

136,056

162,618

196,084

238,523

288,160

327,254

372,541

18.3

* 출처 : KISTI Market Report,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고서(2014)와 ‘Biochip market_forecast to 2020(2016),
MarketsandMarkets(2016) 보고서를 기반으로 KISTI 재작성, 분자진단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함. <KEIT PD(2014-11) 이슈5-체외 진단기기, BioINdustry 글로벌 유전체시장 및 산업동향(2014)>, BioINdustry 글로벌
산업동향 (생명공학연구센터, 2013), S&T Market Report(2016) 등 재구성,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2014.02. 참고하여 전망치 추정, Global Industry Analsis, Inc., "Holography for Industrial Applications", 2014.9,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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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 기술개발트렌드
 최근 섬유기술은 기존 섬유기술과 타 분야 기술의 융합화를 통해 고부가 첨단융합 기술로
발전해가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선진화, 사회활동 및 야외 활동의 증가로 건강, 웰빙, 외모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기능성 바이오 융합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


대부분의 환자가 최소한의 절개수술과 부작용, 감염방지, 수술 시간의 단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빠른 치유를 원하고 있고,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비침습적 모니터링과 질환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 가능한 기술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제품 개발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화 및 만성질환 관련한 혁신적인 치료 및 예방 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만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인공혈관, 심장 판막, 정형외과 임플란트와
같은 인체 내 임플란트가 가능한 소재부터, 기존 창상피복재로 치료가 어려운 만성창상
치료용 제품, 수술용 지혈제 등 다양한 적용분야에 맞는 의료용 소재 개발이 활발함
 특히, 최근 기존 외과적인 치료에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재생의학 및 조직 공학적
접근으로 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손상된 생체조직을 효과적으로
재생하거나 대체할 수 있고, 생체 내 환경에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공학적인 접근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줄기세포 연구개발에 괄목할 만한 성장과
함께 관련 연구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만성 창상치료용 섬유제품 기술
▪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욕창, 정맥성 궤양, 당뇨성 궤양
등의 만성적인 피부 손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 감염상처에 적용 가능한 항균드레싱재, 삼출물이 다량 발생하는 만성 상처에 적용 가능한 고흡액성
드레싱재, 상처면으로부터 드레싱 제거시 상처면에 부착되지 않고 외상을 최소화하여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복합 드레싱재, 성장인자를 탑재시킴으로 능동적 치유 특성을 갖는 복합 드레싱재
관련 연구 개발이 활발함

 조직재생용 섬유제품 기술
▪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생체조직 개발, 3D 프린팅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의공학 기술의 발달은
기계적 성질과 생체적합성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새로운 미래
유망산업으로 재생의료가 주목받고 있음
▪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치료하기 어렵고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조직재생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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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위한 조직 결손을 치유하기 위한 생체조직 재생 소재의 경우 반복되는 기계적 자극에 대한 형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체부위별 조직과 유사한 3D 구조와 생체 물성을 가지며, 이식 직후부터
지속적인 기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조직형성 능력이 우수한 소재 개발이 필요함. 3D 생체 모사
조직재생 소재 개발과 고난도의 3차원 체외 세포배양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의 활성을 유지하고, 유효성을 일정시간
약물전달시스템의 개념이 도입된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개발이 요구됨

지속할

수

있는

 흡수성 지혈용 섬유 제품 기술
▪ 지혈제란 재해, 사고, 외과 수술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혈액의 지혈을 촉진시켜 주는 의료용 제품임
▪ 의료 환경에서 지혈제를 사용할 경우 출혈로 인한 혈액 손실 감소, 수술 중 시야 확보, 수술 시간
단축, 수혈량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음
▪ 주로 상처 바깥에서 사용하는 지혈패드가 제품화 되었으나 최근, 수술시 적용 후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생분해성 또는 흡수성 지혈제에 대한 개발 요구가 증대되는 추세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 소재 및 제품 기술
▪ 유착방지막은 수술 과정 중 유착이 예상되는 부분을 물리적 장벽으로 막아 상처부위와 주변
조직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의료용 제품
▪ 특히 국내에서는 하이드로겔 형태의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하이드로겔 특성 상 형태유지가
어려워 유착방지 효과가 우수하지 않고, 기존 필름 및 편물 형태의 경우 말림 현상이나 지나친
유연성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수술 부위에 적용하기 위해 조작이 간편하고, 치유기간
동안 유착방지 작용을 하다가 수술 부위가 다 복원되면 생체 내 흡수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섬유제품 개발이 필요
▪ 치과용 차폐막은 치주질환에 의해 손상된 치주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조직유도 재생술과
골유도재생술에 새로운 치료전략으로 이용되고 있음. 함몰되어 뼈의 재생이 요구되는 부위에 뼈의
재생 공간을 확보하고, 골아세포의 유입을 유도하면서 상피세포의 이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섬유제품 개발이 이루어짐

 인체친화적 위생소재 및 제품
▪ 최근 유해물질에 대한 위생소재의 안전성 관련하여 큰 이슈가 있어 소비자들은 인체에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제대로 된
평가법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소재 및 제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감염방지 기능 섬유소재 및 제품
▪ 감염병 환자 치료 및 확산저지 작업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병원의 의료진과 야외에서 살처분 및 병원체
방제 작업, 환자 이송 등 감염성 생물체에 대응하는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복 및 마스크 개발

 피부질환 개선용 스킨케어 섬유 제품
▪ 창상치료에 적용되는 의료용 기술이 접목되어,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보습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중가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아토피, 건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화상치료 후 피부 보호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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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부착용 코스메틱 섬유 제품
▪ 코스메틱 제품은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투자되는 의료용 소재 및 제품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최근 화장품 산업 성장으로 마스크팩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현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계를
맞고 있는 시점으로 차별화 개발 포인트가 필요함. 집중 케어가 가능한 패치형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기존 섬유 기술에 IT 기술과 웨어러블 기술이 더해져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유효성분의 효율적 전달 및 지속성 향상을 위해 종래의 기술을 넘어서는 고기능성 소재의
확보 및 대량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 기술환경분석
 정부가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미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 분야에 2조 9312억 원을 투입할 계획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섬유의류산업의 5대 Top Brand로서
녹색환경섬유, 생각하는 섬유, 건강복지섬유, 극한성능섬유, 융합기술섬유를 선정하여
건강복지 섬유 및 융합 섬유 관련 정부정책을 시행중에 있음
[ 섬유의류산업 원천기술개발 5대 Top Brand ]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점투자분야로 신약, 의료기기를 선정

’16.1월):

생명‧보건의료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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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2016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태동기 바이오시장 선점 가속화”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전략의 주요 내용으로 도출하였고, 최근 발표된 기재부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전략을 위한 신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국민적 아젠다이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바이오·헬스케어”분야인 재생의료 관련 원천 기술 및 생산 기술
확보 가능한 기술을 세부기술로 선정함


’19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18.3월) :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신개념
융합 의료기기 등 바이오신산업 기초 원천 연구, 중개·임상 연구 및 신속‧정확 평가를 위한
규제과학연구 지원

 해외에서는 정부 R&D의 전략적인 투자와 선진 의료기기업체 등이 중심이 되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함
 바이오 융합 섬유의 산업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가시적으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최종 수요자인
병원 등과도 R&D 공동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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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바이오 응용 섬유의 세계 생산능력은 2015년~2020년에 걸쳐서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독일의 Nova Institute는 전 세계 247개사를 조사하여 2015년 Bio Base
Polymer의 생산량을 425만 톤으로 보고하였음
▪ 세계 전체 Polymer 생산량 2억8,560만 톤의 1.5%를 점유함

 Nature Works사(플로리다州)는 2015년 「섬유산업을 위한 오늘날의 "Ingeo”제품」이란
제목으로 Poly유산(PLA) 제품을 개발, 생산 보고
▪ NatureWorks사가 주력하고 있는 새로운 Bio Polymer인 고성능 "Ingeo”는 저수축이며, 결정화가
빠르고, 융점도 높은 등 부직포로의 응용을



2009년 Coca-Cola사(조지아州)는 Bio
28개국에서 180억 개의 Bottle을 생산

Base

PET

Bottle(식물

Bottle)을

도입하여

▪ 식물 Bottle를 위해 Coca-Cola사는 브라질의 화학회사 Braskem사로부터 사탕수수로 만든 Bio
Ethanol을
구입하여MEG로
변환함.
Fored사(미시간州),
NIKE사(오레곤州),
Procter
&
Gamble사(오하이오州)는 Coca-Cola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협력하여 "Bio PET 30”이라고
칭하고, 그 사용을 확대하나가는 중

 Rennovia사(캘리포니아州)는 Bio Base 원료(아디프산, 헥사메틸렌디아민)를 개발하고 완전
Bio Base의 PA66을 만들어 냄
▪ 위 공정은 포도당 원료를Base로 하여 비용을 삭감함과 동시에 온실효과가스를 대량으로 저감시켰음.
종래의 화학품 공정을 사용한 플랜트와 비교하면 자본비용 34% 감소, 원료비용 15% 감소,
용역비용 20% 감소, 제조비용 30% 감소가 각각 예상

 노스캐롤나이나州의 Atex Technologies사와 로드아일랜드州의 Biomedical Structures사(BMS)로
직물, 니트, 부직포 등으로 새로운 소재를 제공하고 있음. 직물에서는 Bio 재료의 섬유를 수 가닥
조합한 직물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음
 DSM사의 공장은 노스캐롤라이나州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늘고 고강도인 Medical grade
UHMWPE(초고분자량 Polyethylene) "Dyneema Purity”를 생산
▪ 섬도는 10dtex와 25dtex로 흰색과 파란색 2가지 색상의 絲가 있으며, 심장혈관용도로는 많은
grade가 존재, 특히, 10dtex의 원사는 Polyester 4배의 강도로 종전부터 시장에 있는 초고분자량
Polyethylene Medical용 섬유보다 섬세함

 DSM사는 또한 BMS사와의 공동으로 TissueGen사(텍사스州)는 생분해성 Bio MedicalDrug
delivery 섬유 "ELUTE”를 개발
▪

“ELUTE’는 약제나 보조제 등을 운반하는
봉입·운반하는 섬유제조의 특허를 보유 중

역할을

하고

DSM사는

생분해성의

약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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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사(캘리포니아州)는 반도체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의 에칭방법을 Nano Fiber에
적용하여 감염을 방지하는 재료설계 개발 진행 중
▪ 본 기술개발은 새로운 Polymer를 창출하여 재료상의 움직임이나 전하를 컨트롤하게 됨. IBM의
새로운 항균제는 수소결합에 의해 분자인 Velcro(매직테이프)와 같이 서로 접착하여 Nano Fiber를
형성해 나감. 이렇게 만들어진 Nano Fiber가 정전하를 나르고, 음전기로 대전한 균의 세포막만을
공격하는 것이 목표

(2) 국내 플레이어 동향
 국내 바이오 화학 산업은 높은 잠재력에 비해 실제 생산기술의 개발이나 산업화가 더딘
상태로 기존 화학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화학제품의 국내 생산 능력이 부족하며
바이오 융합 섬유 및 소재 분야는 개발 초기 단계
▪ 한국 기업의 정밀화학 제품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세계시장 30% 점유),
석유화학 대체용 바이오 화학제품은 개발 초기 단계

 현재 국내 바이오 화학 산업은 대부분 기존 석유화학 분야의 대기업과 발효전문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이 진행 중
 GS칼텍스는 한국화학연구원, 대상과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매스 유래 나일론 원료 섬유 및
종합기술을 확보
▪ 차세대 바이오연료이자 친환경 바이오미칼인 바이오부탄올 개발에 성공하여 상업화 준비 단계

 CJ제일제당은 라이신 등의 아미노산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생산 및 상용화 하였고,
아미노산 유래의 나일론 단량체 생산기술을 확보하여 바이오 융합 섬유 기술 개발 진행 중
 LG화학은 파일롯 규모의 PLA(폴리탁틴산) 중합 기술을 확보하였고 PLA가 함유된 바닥재,
벽재 제품을 출시
 SK케미칼은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인 ‘에코젠’을 개발하여 국내 첫 표준 막걸리잔 소재로 채택
 항노화 미용성형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 전문 기업인 에스테팜은 섬유아세포배양액
화장품인 ‘QTCELL(큐티셀)’을 출시하여 이를 통해 세포치료제 ‘큐어스킨주’와 흡수성봉합사인
큐티엘 등을 보유한 바이오 코스메틱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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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바이오융합 섬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 인력은 아래에 나타냄
[ 바이오융합 섬유 분야 주요 연구인력 현황 ]

기관

성명

직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정남

수석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태희

수석연구원/그룹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재훈

수석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시형

선임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손준식

팀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송민규

본부장

다이텍연구원

윤석한

본부장

다이텍연구원

김미경

팀장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나형진

팀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천호

책임연구원

(재)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이세근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이기훈

교수

서울대학교

기창석

교수

경북대학교

엄인철

교수

경북대학교

김한도

교수

경북대학교

최진현

교수

전북대학교

김학용

교수

영남대학교

한성수

교수

충남대학교

박원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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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기술개발 동향
◎ 연구개발 기관
 바이오융합 섬유 분야 주요 연구개발 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성일)
- 바이오융합 섬유 전 분야 (의료용, 헬스케어용, 코스메틱용 섬유) 관련 소재 및 제품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기관
- 인체치료용 고성능 메디컬 섬유 개발
- 하이드로파이버계 섬유 및 부직포 제조 기술 개발
-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이용한 상처 치유 기능 소재 개발
- 화상환자 치료용 임시 피부 대체재 소재 개발
- 지혈 기능이 강화된 복합 드레싱 개발
- 생체조직유래 소재를 이용한 의료용 섬유 개발
- 다공성 3D 섬유 구조체를 이용한 조직공학 제제 및 재생 시스템 개발
- 기능성 의료용 생분해성 폴리에스터 소재 개발
- 천연 단백질계 복합섬유 및 스킨케어 섬유 제품 개발
- 미용성분의 피부 투과성을 높이는 신규 화장품 마스크 시트 소재 개발
- 수술용 가운 및 드레이프용 감염방지 기능성 부직포 개발
-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스킨/헬스 케어 섬유 제조 기술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원장 강혁기)
- 메디컬 및 생활용 융합 섬유 연구개발
- IT 메디컬 융합소재 및 웰니스 섬유 연구개발
- 약물전달물질이 부착된 임플란트용 소재 개발
- 인공장관 고정을 위한 생분해성 매쉬 밴드 개발
- 비혈관용 생분해성 브레이드 섬유 스텐트 개발
- 혈액필터용 부직포 개발
▪ 다이텍 연구원 (원장 최진환)
- 인체의 건강을 유지, 증진 또는 회복시키고 일상생활에 편안함을 더하기 위하여 청결, 쾌적, 보호
기능을 가지는 헬스케어 섬유 개발
▪ 서울대학교
- 인체친화적 서방성 섬유 제조 기술 개발
- 차세대 상처치유용 피부세포치료제 개발
- 해양유래 세포지지체를 이용한 동물실험 대체 및 이식용 인공피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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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피 흡수 촉진용 기능성 섬유소재 개발
- 천연단백질 소재 제조 및 응용 기술 개발
- 천연고분자 기반 하이드로젤 생체재료 소재 개발
- 실크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주사용 진피필러 소재 개발
▪ 경북대학교
- 생명공학소재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 및 나노 섬유, 필름, 겔, 부직포 개발
- 하이브리드 나노/바이오 소재 개발
▪ 영남대학교
- 인공피부를 포함한 인공장기 개발 및 메디컬 소재 분야 연구
- 바이오겔 응용제품
- 고흡수성 유기겔 응용제품 및 필름화 기술

◎ 연구개발 자원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구매조건부신제 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
-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전략 사업
- 첨단의료복합단지미래의료산업원스톱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분야)
▪ 한국개발연구원
- Human Well-Tex (Wellness Textile) 실용화 기업지원 사업
- 이업종 융합 비즈니스 기반 조성 사업

 중소기업 대상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방형실험실(장비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다양한 장비를 개방형 실험실을 통해서 공개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시험, 검사, 시제품 제작 등
목적에 맞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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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기업 운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파트너기업을 대상으로 R&D 기반 기술지원, 연구장비 활용지원 등 글로벌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1인 5기업 제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섬유 산업 및 융합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 5사
담당연구원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지원 프로그램 내 연구개발지원, 애로기술지원, 시험분석지원,
섬유정보제공 등의 지원 사업 운영
- 기업의 기술 수준 및 기술역량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도 전문위원 연계
▪ 시제품 생산 지원 (다이텍연구원)
- 산업용 섬유의 기능성 가공 및 복합재료 성형을 통한 시제품생산을 지원
▪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 지원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 메디컬섬유소재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을 통해 기업의 R&D 지원과 메디컬 융합소재의 기능성 및
안정성 평가를 실시 제품의 신뢰성과 공신력 확보, 시제품 생산 등의 기업지원을 통해 시장 진입
유도
- 메디컬신소재분야의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연구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합성 및 유효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신제품 및 시제품 생산,
연구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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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바이오 융합 섬유 기술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기존 바이오 융합 섬유에 창상치료용 제품,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지혈용 섬유 제품,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위생용 제품,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피부부착용
제품, 성형용 원사,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등이 포함됨
요소기술

코드

설명

창상치료용 제품

A

창상드레싱, 상처봉합용 제품, 밴드류, 메디컬
스폰지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B

손상된 조직을 재생 및 복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섬유 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C

수술 후 장기와 다른 조직 간의 유착을 방지하거나,
재생을 방해하는 조직의 침투를 막아주는 차폐용
제품

지혈용 섬유 제품

D

사고나 수술 등에 의해 출혈 발생 시 혈액 출혈을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및 제품, 수술 후 따로
제거가 필요 없는 흡수성 지혈 소재 포함.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E

혈액정화, 혈액투석여과 등에 사용되는 혈액필터

위생용 제품

F

인체친화적 위생소재 및 제품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G

아토피 피부염 완화 제품 항균웨어 및 Anti-aging
제품, 항 알러지 제품, 병원체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제품

피부부착용 제품

H

인체의 피부에 청결 및 미화, 개선하려는 부분에
부착하여 다양한 영양분과 수분 및 검증된
유효약물 성분 등을 공급할 수 있는 피부 부착용
코스메틱 제품. 마스크시트, 마이크로 니들 패치 등
포함.

성형용 원사

I

수술 후 체내에서 일정 기간 후 분해되는 성형용 실

J

일상생활뿐 아니라 병원과 같은 특정한
유해환경(병원균,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의료진,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항균/항바이러스 가공기술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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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바이오 융합 섬유 기술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분석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계

창상치료용 제품

476

1,397

204

552

2,629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456

488

109

176

1,229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330

176

115

67

688

지혈용 섬유 제품

37

229

19

35

320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57

262

63

113

495

위생용 제품

143

226

112

108

589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524

255

164

203

1,146

피부부착용 제품

589

549

1018

174

2,330

성형용 원사

74

69

11

17

171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58

185

52

65

360

합계

2,744

3,836

1,867

1,510

9,957

▪ 국가별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일본, 유럽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창상치료용 제품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유럽 및 일본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유럽 및 일본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일본 및 유럽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지혈용 섬유 제품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국적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유하고 있음
▪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럽, 일본 및 한국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위생용 제품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일본 및 유럽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유럽 및 일본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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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부착용 제품 기술 분야에서는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미국 및 유럽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성형용 원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유럽 및 일본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럽, 한국 및 일본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조직재생용
섬유소재(B),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C),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G) 및 성형용 원사(I)
분야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창상치료용 제품(A), 지혈용 섬유 제품(D),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E), 위생용 제품(F), 피부부착용 제품(H) 및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J)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은 등락을 거듭하긴 하지만 비교적 꾸준히 출원량이 2010년대
중반까지 높아지다가 최근 감소세임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외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도 한국국적 출원인과 유사하게 등락을 거듭하긴 하지만 비교적
꾸준히 출원량이 2010년대 중반까지 높아지다가 최근 감소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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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 주요 기술별 출원인
기술
집중도

주요출원인

국내 특허동향

창상치료용 제품

●

•개시 아이 라이센싱 잉꼬
(일본)
•쓰리앰 이노베이티브 컴패
니(일본)
•코네카 필립스(일본)

•대기업 중심
•삼성전자주식회사, 원바이오
젠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

•LG생활건강
•Tepha
•Monsanto Technology

•대기업 중심
•LG생활건강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

•지케이기술연구소
•산청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대기업 중심
•지케이기술연구소, 산청

◔

•Edwards Lifesciences
•엘란 파마 이터내셔널 이
미티드(일본)
•William Joseph Drasler

•대기업 중심
•한미약품

요소기술

지혈용 섬유 제품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

위생용 제품

◓

•아비 잉크 코퍼레이션(일
본)
•애브비
•노바티스 제약 (일본)
•Firmenich SA
•호이루 메니쓰시 소히(일
본)
•The
Procter
&amp;
Gamble Company

•대기업 중심
•코오롱인더스트리

•대기업 중심
•송이실업, 성웅, 유한킴벌리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

•LG생활건강
•알러간
•아모레퍼시픽

피부부착용 제품

●

•카오주식회사
•유니참

•대기업 중심
•에프티이앤이,
식회사

◯

•에시콘 잉크(일본)
•타이코 헬스 케어 그룹 합
작 회사(일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연구기관 중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도시바일본)
•더 리츠 오브 더 유니버셜
시티 오브 캘러포니아(일
본)
•애시콘 잉크 코퍼레이션
(일본)

•대기업 중심
•비 에스 지, 바이오포아

성형용 원사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대기업 중심
•LG생활건강, 알러간, 아모
레퍼시픽

LG이노텍주

※ ●: 2000건 이상, ◕: 1000~1999건, ◓: 500~999건, ◔: 300~499건, ◯: 30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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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상치료용 제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창상치료용 제품 기술 분야는 케이씨아이(일본), 라이센싱(일본), 잉크 코퍼레이션(일본)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쓰리엠(일본), 이노베이티브 속성 컴퍼니(일본), 코니카
미놀타(일본), 필립스 앤 베스(일본)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기술 분야는 LG생활건강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Tepha, Monsanto Technology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기술 분야는 지케이기술연구소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청,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지혈용 섬유 제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지혈용 섬유 제품 기술 분야는 Edwards Lifesciences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엘란 제약 국제 리미티드(일본), William Joseph Drasler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기술 분야는 아비 잉크 코퍼레이션(일본)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애브비, 노바티스(일본)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위생용 제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위생용 제품 기술 분야는 Firmenich SA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후이루메니쯔히(일본), The Procter Gamble Company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기술 분야는 LG생활건강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알러간,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피부부착용 제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피부부착용 제품 기술 분야는 카오주식회사가(일본)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니참(일본)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성형용 원사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성형용 원사 기술 분야는 에시콘 잉크(일본)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타이코 헬스케어 그룹 한정판 파트너쉽(일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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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분야는 도시바(일본)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더 리츠오브더 유니버셜 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일본), 에시콘 잉크 코퍼레이션(일본)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한국은 지혈용 섬유 제품 기술 및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및 성형용 원사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및 피부부착용 제품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지혈용 섬유 제품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지혈용 섬유 제품 및 성형용 원사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피부부착용
제품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은 피부부착용 제품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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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42를 상회하는 국가로는 미국 외에 스위스, 독일 및 프랑스가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 특허 보유국은 미국임
▪ 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한 시장력에 있어서 미국은 질적 수준과 시장성이 모두 높은 국가로 조사됨
▪ 한국은 시장력 면에선 유럽국가와 유사 혹은 다소 뒤지고 질적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스위스, 독일 및 프랑스는 질적 수준은 다소 낮지만 시장성이 큰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PFS

CPP

(Σ패밀리수/Σ특허수)

(Σ피인용수/Σ특허수)

3,836

1.70

2.74

2,744

1.08

0.95

일본

1,867

1.07

1.76

국가

특허수

미국
한국
독일

450

1.56

1.09

스위스

385

1.67

0.22

프랑스

235

1.47

0.30

전체평균

165

1.42

2.11

◎ 바이오 융합 섬유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바이오 융합 섬유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창상치료용 제품, 피부부착용 제품,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및 조직재생용 섬유소재이고, 공백기술은 성형용 원사 기술로
나타남
▪ 바이오 융합 섬유 기술 분야에서 창상치료용 제품기술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성형용 원사
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공백기술 분야로 나타남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창상치료용 제품

●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

지혈용 섬유 제품

◔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

위생용 제품

◓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

피부부착용 제품

●

성형용 원사

◯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

※ ●: 2000건 이상, ◕: 1000~1999건, ◓: 500~999건, ◔: 300~499건, ◯: 30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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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요소기술
창상치료용 제품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지혈용 섬유 제품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위생용 제품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피부부착용 제품

성형용 원사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자외선차단용 상처치유밴드
•의료용 패치
•표면 개질된 세라믹 입자 및 스테레오 콤플렉스를 이루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포함하는 생체 이식물, 이의 염증 억제 및 기계적 물성
향상용으로서의 용도 및 그 제조 방법
•골 재생용 생체 재료 및 이의 제조 방법
•화학보호복용 원단 및 이에 의한 화학보호복
•의료용 부직포 및 그의 제조방법
•동맥류 치료용 나노섬유매트 및 이의 제조방법
•다기능성 패치 및 그 제조방법
•혈액필터용 부직포, 그 제조방법 및 그것을 포함하는 혈액필터
•생체적합성 다층 구조의 백혈구 제거용 필터 및 그 제조방법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파이버 또는 섬유포로 이루어진 흡수 코어 및
그를 이용한 흡수 제품
•다기능성 테이프 및 그 제조방법
•피부 분산력이 우수한 녹는 제형의 피부접촉용 섬유시트 및 그를
이용한 제품
•시트형 팩용 클레이 하이드로겔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시트형
클레이 마스크 팩
•흡습성이 우수한 초극세 멜트블로운 부직포 및 이를 이용한 화장품용
시트 마스크
•햄프 섬유를 포함하는 피부 미용 시트
•의료용 봉합사 및 그의 제조방법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고내구성의 항균소취 기능을 갖는 방적사, 이로 제조된 원단 및 이
원단 제조방법
•감염 방지성을 갖는 환자복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창상치료용 제품,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지혈용 섬유 제품,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위생용 제품,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피부부착용 제품,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공공기관은 성형용 원사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상치료용 제품에서는 자외선차단용 상처치유밴드 및 의료용 패치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조직재생용 섬유소재에서는 표면 개질된 세라믹 입자 및 스테레오 콤플렉스를 이루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포함하는 생체 이식물, 이의 염증 억제 및 기계적 물성 향상용으로서의 용도 및 그 제조
방법 및 골 재생용 생체 재료 및 이의 제조 방법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에서는 화학보호복용 원단 및 이에 의한 화학보호복 및 의료용 부직포
및 그의 제조방법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지혈용 섬유 제품에서는 동맥류 치료용 나노섬유매트 및 이의 제조방법 및 다기능성 패치 및 그
제조방법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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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에서는 혈액필터용 부직포, 그 제조방법 및 그것을 포함하는 혈액필터 및
생체적합성 다층 구조의 백혈구 제거용 필터 및 그 제조방법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위생용 제품에서는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파이버 또는 섬유포로 이루어진 흡수 코어 및 그를 이용한
흡수 제품 및 다기능성 테이프 및 그 제조방법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에서는 피부 분산력이 우수한 녹는 제형의 피부접촉용 섬유시트 및 그를
이용한 제품 및 시트형 팩용 클레이 하이드로겔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시트형 클레이 마스크 팩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피부부착용 제품에서는 흡습성이 우수한 초극세 멜트블로운 부직포 및 이를 이용한 화장품용 시트
마스크 및 햄프 섬유를 포함하는 피부 미용 시트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성형용 원사에서는 의료용 봉합사 및 그의 제조방법 및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에서는 고내구성의 항균소취 기능을 갖는 방적사, 이로 제조된
원단 및 이 원단 제조방법 및 감염 방지성을 갖는 환자복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바이오 융합 섬유 기술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성형용 원사 기술 분야이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는 성형용 원사,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및
지혈용 섬유 제품 기술로 나타남
▪ 성형용 원사 산업은 수술 후 체내에서 일정 기간 후 분해되는 성형용 실로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어
인체 친화적인 성형용 원사 기술의 산업적 활용도는 대폭 증가할 전망임
▪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병원과 같은 특정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의료진,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항균/항바이러스 가공기술이고, 지혈용 섬유 제품은 사고나 수술
등에 의해 출혈 발생 시 혈액 출혈을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및 제품, 수술 후 따로 제거가 필요
없는 흡수성 지혈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
▪ 향후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피부부착용 제품 및 창상치료용 제품 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개발하고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성형용 원사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매입이나 라이센싱 등을 통해 부족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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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 확정
[ 바이오 융합 섬유 분야 요소기술 도출 ]

요소기술

출처

창상치료용 제품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지혈용 섬유 제품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감염방지용 제품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위생용 제품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피부부착용 제품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성형용 원사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천연섬유 및 친환경 수지 기반 물성강화 기능성 바이오 복합재 제조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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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 선정
▪ 기술개발시급성(10), 기술개발파급성(10), 단기개발가능성(10), 중소기업 적합성(10)을 고려하여 평가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특허/논문 분석

→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품목별 전문가 요소기술
분류 조정·재정의

•전문가 추천

→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평가결과 반영

요소기술

선정평가

로드맵 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바이오 융합 섬유 분야 핵심기술 ]
분류

치료용
섬유

헬스케어
섬유

코스메틱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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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개요

창상치료용 제품

창상드레싱, 상처봉합용 제품, 밴드류, 메디컬 스폰지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손상된 조직을 재생 및 복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섬유 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수술 후 장기와 다른 조직 간의 유착을 방지하거나, 재생을
조직의 침투를 막아주는 차폐용 제품

방해하는

지혈용 섬유 제품

사고나 수술 등에 의해 출혈 발생 시 혈액 출혈을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및 제품, 수술 후 따로 제거가 필요 없는 흡수성 지혈 소재 포함.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혈액정화, 혈액투석여과 등에 사용되는 혈액필터

성형용 원사

수술 후 체내에서 일정 기간 후 분해되는 성형용 실

위생용 제품

인체친화적 위생소재 및 제품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아토피 피부염 완화 제품 항균웨어 및 Anti-aging 제품,
항알러지제품,병원체에의한피부질환개선제품

피부개선 및 치료효과
위한 기능성 바이오
나노섬유 소재 제조 기술

천연 및 합성 고분자 기반 생체적합 나노섬유소재 제조 및 이를
이용하여 피부개선 및 조직재생, 상처 치료효과 기능성 부여 화장품용,
위생용, 의료용 섬유제품 개발 기술

피부부착용 제품

인체의 피부에 청결 및 미화, 개선하려는 부분에 부착하여 다양한
영양분과 수분 및 검증된 유효약물 성분 등을 공급할 수 있는 피부
부착용 코스메틱 제품. 마스크시트, 마이크로 니들 패치 등 포함.

바이오 융합 섬유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바이오 융합 섬유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낮지만 국내 시장 성장률이 20%로 세계
시장 성장률 11.68%대비 시장 발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최고기술 보유국은 일본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일본 대비 82%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중이며
국내 중소기업은 일본에 비해 평균 약 3.7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2,744건의 출원량을 보이며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특허 피인용지수가 0.95로 최대 피인용지수를 보인 미국(2.74) 대비 많은
차이를 보임,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내 특허의 질과 경쟁력은 미국대비 낮은 상태로 나타남
[ 바이오 융합 섬유 분야의 전략 캔버스(Strategy Canvas) ]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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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바이오 융합 섬유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바이오 융합 섬유의 개발 및 양산
바이오 융합 섬유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만성 창상 치료용
소재 및 제품
조직 재생용 섬유
소재 및 제품
흡수성 지혈용
섬유 소재 및 제품

리사이클, 생분해 등
친환경 섬유 제조 기술 및
제품개발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 소재
및 제품
인체친화적
위생소재 및 제품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무독성
향균/향바이러스
가공 기술

인체 친화성 생물학적
안정성

피부질환 개선용
스킨케어 섬유
제품
가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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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성, 보습성, 심미성

바이오 융합 섬유

※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비고

기술개발

기술개발

단기개발

중소기업

시급성

파급성

가능성

적합성

창상치료용 제품

9

9

8

9

34

선정

조직재생용 섬유소재

8

9

6

8

32

선정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8

8

7

8

32

선정

지혈용 섬유 제품

8

9

7

8

32

선정

감염방지용 제품

8

7

7

6

28

혈액투석용 필터 제품

8

8

6

7

29

선정

위생용 제품

9

9

9

9

36

선정

피부질환개선 스킨케어
용품

9

9

9

9

36

선정

피부부착용 제품

9

9

9

9

35

선정

성형용 원사

8

8

7

8

30

선정

천연섬유 및 친환경 수지
기반 물성강화 기능성
바이오 복합재 제조 기술

7

6

8

7

28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8

8

8

8

31

합계

선정

289

전략제품 현황분석

ICT 융합 섬유

ICT 융합 섬유

ICT 융합 섬유
정의 및 범위
▪ ICT 융합 섬유제품이란 섬유 소재의 IT화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섬유산업과 IT기술과의 융합
방향으로는 섬유 소재의 IT화, 섬유 제조 공정의 IT화 및 서비스의 IT화로 구분할 수 있음 통상 섬유
고유의 화학적, 물리적인 특성에 광학적, 전기적, 에너지 기능성을 부가한 섬유 제품을 말하며,
인터랙티브한 직물/의류의 구성요소이거나, IT 제품의 소재 부품으로 사용되는 첨단 섬유 기반
제품군으로 정의
▪ ICT 융합 섬유제품 또는 eTextile의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최종 응용분야(Application)에
따라 요구기능(Function)이 선택되어야 하고, 해당 기능에 따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최선의
구현기술(Enabling Technologies)이 선택되어야함
▪

응용분야는

바이오

모니터링,

엔터테인먼트,

의료용,

패션/인테리어/익스테리어용,

교육용,

보호/안전용 제품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 가능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세계) ICT 융합 섬유의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섬유 ICT 융합 기술은 디지털 지능형 섬유소재 및
2023년 약 74.2억 달러로 전망
지능형 의류 제조기술, 지능형 생산기술, 지능형
•(국내) ICT 융합 섬유 시장은 2017년 약 792억 원에서
2023년 약 3,193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서비스 기술 등을 통한 인간 중심의 편리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책 동향

기술 동향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핵심
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부처
간 협업하여 지원('2016∼)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 5년간('16∼'20) 총 1,272억
원 투자

•국내외 많은 업체에서 스마트 웨어러블 관련 제품을
출시하지만 선두 주자가 없는 상황
•생체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의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진행 중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편직물 제조 기술

•(해외) Vivometrics, Sensatex, Hexoshin,

• 전도성 코팅

•(대기업) 코오롱글로텍

• 발열·온도 조절,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술

•(중소기업) 블랙야크, 케이투코리아

• 안전보호 헬스케어, 전자섬유(E-Textile) 기술
• 인포테이먼트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직물 회로 기술, 광섬유/전도성 섬유기술을 적극 활용한 차세대 섬유기술 적용
➜ 저전력 무선통신, 스마트 디바이스 연동기술, 배터리 및 전원 절감 기술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초소형, 고효율, 고성능 제품 개발로 시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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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ICT융합 섬유제품이란 섬유 소재의 IT화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섬유산업과 IT기술과의
융합 방향으로는 섬유 소재의 IT화, 섬유 제조 공정의 IT화 및 서비스의 IT화로 구분할 수
있음 통상 섬유 고유의 화학적, 물리적인 특성에 광학적, 전기적, 에너지 기능성을 부가한
섬유제품을 말하며, 인터랙티브한 직물/의류의 구성요소이거나, IT 제품의 소재 부품으로
사용되는 첨단 섬유 기반 제품군으로 정의
 섬유산업 등의 주력산업에서 ICT 기술의 융합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중요성이 높아짐. 섬유패션산업과 ICT 융합을 통한 신시장 발굴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
 현재 ICT 융합 섬유산업은 스마트 의류 중심의 엔터테인먼트용(MP3, PDP 등)의류를
시작으로 헬스케어/안전의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등 원천기술부터 응용제품까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술격차가 거의 없는 편이고 아직까지는 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는 기회임

(2) 필요성
 컴퓨터, 무선통신, 디스플레이어 등이 장착된 ICT 섬유기술은 현실과 온라인의 연결을
촉진하는 기반기술로 현재는 미래의 트랜드가 되는 기술 분야임
 또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ICT 플레이어 들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웨어러블 제품에 주목하고 있음
 산업기술 R&BD 전략(2015-2018) 섬유의류 분야에서 웨어러블 스마트 섬유와 ICT 융 합
의류제조업 신기술 2개의 분야가 유망기술로 선정되었으며, 에너지저장 스마트 섬유, 자가발
광섬유, 발열섬유, 헬스케어 의류 등이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로 예상 되고 있어 ICT 섬유
개발이 필요함
 섬유 IT 융합 산업 세계시장은 2010년 1,737억 달러에서 2015년 2,033억 달러, 2020년
2,47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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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본 기술개발 범위는 텍스타일 회로 기반의 무선통신기능과 주변 환경에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센싱 기능, 신체 표현을 확장할 수 있는 발광/디스플레이이 기능이
섬유형태로 부여된 패션섬유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함
[ ICT 융합 섬유의 세부 기술별 분류 ]
전략 품목

제품분류 관점

복합광 전자섬유 개발： 광전자 섬유소재，
정보전달용 섬유소재，광결정 섬유소재 등
박막 태양 전지소자 섬유화 기술
발광소자 섬유화 기술 개발
Self-genrating electricity 섬유개발
전자 섭유 구현을 위한 전극소재 기숱
전도성 고분자의 전자 섬유화 기술
RFID Tag 도전사 개발
LCD 고휘도 반사광 필름용 극세섬유

자극 반응 지능형 섬유
소재

Ÿ
Ÿ
Ÿ
Ÿ
Ÿ

자동감응형 복합센서 및 엑츄에이터 개발
비접촉식 바이오 센서 응용 섬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스마트 PET 섬유 개발 : 형상기억
지능형 롤 블라인더 복합제품 개발
천연-합성 이성분 복합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

환경 응답형 섬유소재

Ÿ
Ÿ
Ÿ

생체기능 융합섬유 개발： 자발성， 효소기능 자기세정 구조 등
PCM 적용 섬유소재 개발： 상전이 물질 특수 바인딩기술 등
지능형 온도조절，냉감／축열 바닥재 개발

Ÿ

센서 텍스타일 기반의 지능형 미디어 의류 IT섬유 융합, 인체
내외부 측정 flexible 센서 등
유비쿼터스형 섬유 기술 : 유비쿼터스텍스타일
텍스타일 인터커넥팅, MTM 기술 등
다방향 송수신을 위한 라이프 미디어 섬유제품 개발
디지털 섬유칼라 생산기술
인텔리전트 기능 의류 기술

전자·에너지 소자기반
섬유소재

ICT융합
섬유

스마트 패션，의류,
생활용 섬유소재



세부기술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세부 기술은 저전력 구동이 가능한 전도성 yarn, 텍스타일 기반의 무선통신/센싱 모듈 이를
활용한 패션 섬유제품의 방수기술 등을 개발하여 최종으로 스마트 모듈 사이, 사람과 스마트
모듈 사이, 주변 환경과 스마트 모듈 사이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웨어러블 섬유 제품을 개발

 기존의 패션제품에 스마트 웨어러블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장벽이 존재함.
그 예로 세탁/방수 기능, Wire의 노출로 인한 심미성 저하, 배터리 크기 및 짧은
충전시간으로 인한 사용의 불편함 등이 존재. 세탁/방수 기능, Wire의 노출로 인한 심미성
문제를 해결하고 텍스타일 기반 하이리드 배터리에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위와 같은 기술
장벽을 해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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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으로는, 핵심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산업과 ICT 융합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 신
시장 개척을 통한 국내섬유산업 활성화와 세계 경쟁력 제고
 현재 다양하게 개발되고 상용화가 된 스마트 섬유(섬유-IT융합) 제품을 앞선 기술 및 용도
분류에서 세부적으로 온도조절, 신체보호, 위치인식, 발광응용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대부분의
해외 상용화 제품은 대형 maker 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 가치사슬
 후방산업은 ICT 융합 섬유 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산업인 원사, 편직물, 소재 등이 주를 이루고,
전방산업에는 스마트 의료기술의 주요 활용분야인 헬스케어 군사, 의료 시스템 등이 존재
[ 스마트 의류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원사, 편직물, 염료/안료, 기능성 소재,
폴리머, 가공기술, 섬유 처리 및
가공기술

스마트 의류기술 분야

전방산업

기능성 섬유제조기술, 탄소 섬유,

기능성 의류, 패션디자인, 생활용품,

스마트 섬유, 나노 섬유,

자동차, 생활자재, 토목 및 건축재료,

친환경 섬유, 생분해성 섬유,

헬스케어, 시니어 산업, 군사 및 의료

에코 섬유

시스템

◎ 용도별 분류
 ICT 융합 섬유는 헬스케어 및 의료, 제조업 및 군사, 엔터네인먼트, 정보통신와 같이 4개
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용도별 관점 기술범위 ]
전략품목

공급망관점

헬스케어/ 의료

ICT융합 섬유

▪ 의료용
- 광치료, 열치료, 압력부하, 전기치료, 자세교정
▪ 생체모니터링
- 바이오 모니터링(심박, 호흡 모니터링, 소모 칼로리 모니터링 등)

제조업/군사

▪ 실시간 정보 및 데이터 송수신
- 산업 및 군수장비 디바이스는 사용자 인체에 착용하여 사용자가 요구
하는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산업작업복, 작업장 실내 설치물, 건축 등

엔터테인먼트

▪ 발광, 음악, 통신기능 등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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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

▪ 보호/안전용
- 교통 약자를 위한 안전 표시 기능, 응급 상황시 비상알림기능,
- 낙상방지센서가 부착된 보호 등 ICT와 안전을 융합시킨 섬유제품군

ICT 융합 섬유

 최근 ICT 융합 섬유의 핵심 소재인 텍스트로닉스에 대한 기대가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경쟁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의 융합이 미흡했고
킬러상품과 건실한 Biz. Model을 개발하지 못해 상업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4)
▪ 센서, 입출력 단말장치 등 소자·부품 시장과 헬스케어, 피트니스 의류 등 고부가가치 전문시장으로
분할되었으며 초연결 및 고령화 사회로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텍스트로닉스 시장이 급속히 성장
▪ 건강관리, 전쟁과 전투, 안전 및 범죄예방, 각종 수송기기와 기계장비 모니터링, 통신 등 주요
시장에서 텍스트로닉스를 활용한 글로벌 대형 서비스 사업개발이 예측되며 AI(인공지능)기술 발전이
시장성장을 촉진

4)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미국trial Technology, ‘텍스트로닉스 섬유(전자섬유)의 동향과 기술개발 방향’,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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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섬유산업의 시장 키워드 및 ICT 적용 확대 배경
▪ 섬유 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높은 국내 최대 고용산업으로 생산, 고용, 업체 수 비중이 높은
핵심산업임
▪ 국내 섬유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4.4%, 수출의 4.1%, 고용의 9.6%를 담당하는 주력
기간산업으로 생산규모는 세계 6위 수준
▪ 국내 섬유 기술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어 고기능 섬유, 나노섬유, 슈퍼섬유,
ICT융합 섬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섬유 ICT융합 기술개발의 목표
▪ 섬유 ICT융합 기술은 기술적 측면에서 디지털 지능형 섬유소재 및 지능형 의류 제조기술, 지능형
생산기술, 지능형 서비스 기술 등을 통한 인간 중심의 편리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섬유ICT 융합기술은 ‘Everywhere Technology, Every Wear(s) Technology!’를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

◎ 전도성 섬유·직물
 원사
▪ 전도성 원사는 ICT 융합 섬유 제품에서 전력을 제공하거나 전기적 입·출력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소자임. 전자기기에서 전선(electric wire) 혹은 회로(circuit)가 하는 역할을 ICT
융합 섬유 제품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착용성이 우수한 전도성 원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임
[ 절연 코팅 구리사의 제조 공정 모식도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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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융합 섬유 제품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도성 원사는 주로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데, 그
방법은 첫째, 금속 와이어를 사용하는 방법, 둘째, 일반 고분자 섬유에 전도성 물질을 함유시키거나
코팅하는 방법, 셋째, 전도성을 가진 고분자 섬유를 활용하는 방법임
▪ 금속 와이어를 이용하여 만든 전도사의 경우 대표적으로는 스테인리스스틸(stainless steel) 방적사,
금속 필라멘트 합연사 등이 있음 스테인리스스틸 방적사는 전도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강도와
기계력에 대한 내구성이 커서 봉제용으로도 적합함. 그러나 보통 금속 와이어로 만든 전도사는
신축성 저하와 봉제 시 끊어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얇은 금속
필라멘트와 일반 원사를 합연 사가공한 경우에는 사용된 금속의 종류와 노출 여부에 따라 제품의
물성이 달라지며 산화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PU 심사를 코팅 구리사로 커버링한 모습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 일반 고분자 섬유에 전도성 물질을 결합하는 경우는 용융 방사 시 전도성 입자를 첨가하거나 원사
겉면에 전도성 물질을 도금 혹은 코팅하는 것이 대표적임. 특히 은, 금, 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을
나일론이나 PET, PP 등의 일반 원사에 증착한 전도사 제품은 현재로서 시장성이 가장 우수하며
다양한 ICT 융합 섬유 제품에 활용되고 있음
[ 신호전달용 복합 구조 구리 전도사 구조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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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에는 전도성 고분자(inherently conductive polymer)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폴리피롤(polypyrrole), 폴리아닐린(polyaniline)이 있으며, 이들 고분자를 용융 방사하거나
혹은 일반 원사에 코팅함으로써 전도사를 생산할 수 있음 금속을 활용한 전도사에 비해
크렉(cracking)이나 부러짐(breaking) 등에 대한 염려가 적어 안정적으로 전도성이 구현되며, 가공성과
비용 측면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품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절연 코팅 구리사 단면(좌:1,000배, 우:500)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전도사 제·편직물
▪ 전도사를 제·편직 함으로써 판상(2D)의 전도성 텍스타일 소자를 제작 가능
▪ 직물 혹은 편물의 전도성 소자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전기적 신호 센싱(sensing), 에너지 하베스팅
(energy harvesting), 커넥팅(connecting) 등의 기능 구현을 가능 하게 함
[ 섬유기반 입력센서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 제직 공정은 가장 오래된 원단 제조 기술로, 빠르고 경제적 이며, 조직의 변형을 통해 다양한 구조의
직물형 전도성 소자를 만들 수 있음 편물형 소자는 편직 공정에서 요구되는 전도사의 물성이 제직 시
보다 까다로워서 더 늦게 개발되었으나 편물의 우수한 신축성과 착용성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편물형
전도성 소자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 또한, 자카드 편직기로 회로 디자인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전도사가 삽입된 편직물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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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극용 원단(좌), 완성된 텍스타일 센서 키트(우) ]

[ 전극용 원단(좌), 완성된 텍스타일 센서 키트(우)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 직물 혹은 편물형 전도성 소자가 ICT 융합 섬유제품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온도 등의 환경 변화에
저항성을 가져야 하며, 마찰 등에 대한 내구성과 제품 용도에 적합한 전기적·물성적 기능 발현이
확인되어야 함. 또한, 반복되는 굽힘과 신장에 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태 회복과
성능 발현에 대해서 낮은 히스테리시스(hysteresis)가 요구됨
[ 고감도 신축성전도사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 섬유 기반 염료감응 태양전지(상)와 섬유 기반 발열체(하)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301

전략제품 현황분석

 가공
▪ 전도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텍스타일 위에 전도 성 물질을 코팅(coating) 혹은
인쇄(printing)하는 후가공의 방법으로도 전도성 텍스타일 소자를 만들 수 있음
[ 금속 및 CNT 복합 가공 전도성 직물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 근래에는 전도성 텍스타일 후가공 용도의 전도성 용액 제 조 기술이나 후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신축성과 유연성을 갖는 다양한 텍스타일에 전도성 물질을 코팅하여 그 전기적 성 질에 따라 스마트
글러브(105Ω/□), 터치펜 팁(103Ω/□), 면상 발열체 및 센서(102Ω/□)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짐.
또한, 디지털 스크린 프린팅 기기를 이용하여 전도성 페이스트를 텍스타일 위에 인쇄할 수 있는데,
원하는 모양의 전자 회로도가 날염된 전도성 텍스타일 소자 구현이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가능함
[ 전도성 원단을 활용한 스마트 터치 모터사이클 장갑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 코팅의 경우, 예전에는 Agnw(은나노와이어), CNT(탄소나노튜브) 등의 전도성 코팅 수지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전기전도성을 발현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와 같이 단독 물질로 전도성을 부여할
경우에는 각 물질 별 전도성 저하, 물성 저하 등의 단점이 현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근래에는 여러
가지 물성을 지닌 전도성 물질들을 혼합하여 각 물질의 장점을 동시 구현할 수 있는 복합가공 전도성
용액을 코팅 수지로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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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메탈 와이어·CNT 복합 페이스트 전도성 원단(터치 장갑, 터치 펜 활용)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 발광 섬유 소재
 광섬유 직물
▪ 광섬유를 통해 빛이 이동할 때 광섬유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발광효과는 ICT 융합 섬유제품에서
패션성, 심미성, 가시성을 증진하기 위해 응용되고 있음 최근 광섬유 직·편물은 조명 블록, 유리액자,
경관조명 등 세탁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적었던 인테리어 및 생활용 제품을 넘어서 안전의류
및 패션 의류·잡화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 그 동안 광섬유의 의류·생활용 섬유 제품으로의 응용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열에 취약하고 뻣뻣한 물성의 광섬유가 사염과 제직 등의 공정에서 야기하는 기술적 문제들과 제품화
후의 세탁성이 해결해야하는 주요 한계점 중 하나임
[ 광섬유 원단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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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형 광섬유 부자재가 적용된 스포츠 재킷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발광다이오드(LED) 부착 직물
▪ 발광 섬유 소재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LED 칩을 활용하는 것인데, LED 칩은 크기와 두께가
다양하고 값이 저렴하여 이를 텍스타일 혹은 제품에 부착하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옴. 다만, 이 또한
광섬유와 마찬가지로 세탁에 대한 문제, 부드러운 섬유 소재부와 딱딱한 LED의 이질감, 착용감의
저하 문제, 지속적인 마찰과 굽힘 등에 의한 접촉 불량 문제 등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남아있음
▪ 위의 기술이 진화 하면 다양한 일단 굽힘과 신장이 가능한 유연한 텍스타일 제품이기 때문에 패션 및
안전 의류·잡화에 적용할 수 있으며, 착용 성과 봉제성이 우수함. 회로 모듈에 GPS, 각종 센서,
블루투스 등을 탑재함으로써 ICT융합 섬유 제품으로의 활용을 다각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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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온도조절
 텍스타일형 면상 발열체는 유연하여 어떤 형상에도 효율적인 가열 효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볍고
부드러워 타이어 워머, 담요 제품, 의류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적용이 증가하고 있음
 발열 제품은 주로 전류가 흐를 때 도체의 저항에 의하여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며,
용도와 제품에 따라 전도성 텍스타일 소자의 저항을 적절히 조율함으로써 원하는 온도로의
가열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발열과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블랙야크 발열 의류 시스템 (YAK ON H 2.0)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 코오롱글로텍의 히텍스(HeaTex) 재킷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또한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히트 스퀘어의 제어뿐만 아니라 배터리
체크와 날씨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제품 완성도를 추구한 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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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투코리아의 자동 온도 조절 가능한 피부 직접 접촉형 스마트 히팅 티셔츠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 생체신호 모니터링
 텍스타일형 센서는 크게 스트레인 센서, 정전용량 센서(capacitor), 온습도 센서로 나뉨.
스트레인 센서는 텍스타일 센서의 신장과 굴곡에 따른 전기 저항 값의 변화를 통해 센서로의
기능을 가짐. 정전용량 센서는 절연 물질에 의해 분리된 두 개의 마주보는 섬유전극으로
구성되며,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전극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장을 통해 압력 혹은 변형 센서로
활용됨. 또한, 면상의 텍스타일 센서는 넓은 영역에서 온·습도를 감지하는 센서로도 응용됨
[ 스마트 운동 모니터링 의류 시스템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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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 활동량 측정 스마트 피트니스 웨어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 안전보호·헬스케어
 소방복 및 보호구 등 안전보호 장비 제조업체 산청은 재난과 위급상황에서 소방대원의 위치
추적과 경고 알림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하였음
 이는 고온의 방화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고, 소방복에 탈부착이 가능한 웨어러블 제품임.
제품의 시스템은 대원 위치 추적을 위한 GPS, 대원의 움직임과 정확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자이로(Gyro)계, 고도계가 정보를 중앙관제실로 송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2D 기반의
원격 무선 통신 거리는 현재 45 m, 정보 처리 시간은 30초 이내, 위치 정밀도는 5 m 이내,
경보 알림 90db 사운드로 가능함. 이 제품을 착용하면 화재현장에서 위급 혹은 실종 상황에
처했을 시, 중앙관제실에서 대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주위 동료들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발 빠른 현장 대처와 사후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나, 제품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인 추가 연구 개발이 필요함
[ 산청의 대원 위치 추적 및 경고 알림 기능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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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추적 및 경고 알림 기능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 위치 추적 및 경고 알림 기능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 보행자세 교정용 스마트 슈즈 ]

[ 보행자세 교정용 스마트 슈즈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308

ICT 융합 섬유

[ 자세 교정용 스마트 매트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 인포테인먼트
 앞서의 요소 기술들을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의 재미를 위한 오락 기능, 내비게이션 기능과 같은
생활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갖춘 제품이 개발되기도 함. 이러한 용도에 따라 정보
(information)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란 용어가 결합해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라 분류되고 있음 최근에는 특히 4차 혁명의 중심이 되는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빅데
이터 등과 같은 기술과 접목하기 위한 오락용 ICT 융합 섬유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
 향후 기대되는 응용분야는 모바일 게임, VR 기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함
[ 음성인식 시그널 넥밴드 및 백팩 ]

* 출처 : 국내ICT 융합 스마트섬유 제품화 동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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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세계 스마트 섬유 시장은 2017년 22.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23년에는 74.2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국내의 경우 2017년 792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2023년에는 3,193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전자부품의 제조 단가 하락, 이로 인한 첨단기능의 스마트 섬유 시장에서의 수요증대가
향후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용도별로는 아웃도어 시장의 확대와 함께 스포츠·피트니스, 의류·패션 분야에서 먼저
수요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인식 증대로 인해, 향후에는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스마트 섬유 시장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어느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과점기업이 없는 경쟁이 활발한 시장형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스마트 섬유는
글로벌 대기업 보다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시도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대부분의 기초소재
산업은 국내 업체와 해외 선진 업체의 기술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나, 스마트 섬유의 경우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신산업 분야로서, 국내업체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 시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스마트 섬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업체로는 Dupont(미국), Sensoria(미국),
Toray(일본), Teijin Frontier(일본), Hexoskin(캐나다), OMsigna(캐나다) 등이 있으며, 국내
업체로는 코오롱글로텍, 블랙야크, 케이투코리아, 알파클로, 벤텍스, 케이원텍스, 아모그린텍,
광일섬유, 광림섬유, 영풍필텍스 등이 파악됨

(1) 세계시장
 최근 전자 및 나노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기능을 지닌 각종 전자기기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체를 이용한 전자기기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스마트 섬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차세대 웨어러블
제품(Wearable Devices)은 부드럽고 곡선인 인체에 적합하도록 연성이 뛰어난 새로운
재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섬유는 이러한 소재 특성을 만족시키기 때문
 2018년 Mordor Intelligence에서 발간한 ‘Smart Fabrics Market’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
섬유 시장은 2017년 2,240백만 달러 규모로 파악되며, 2017년 이후 연평균 22.1%
성장하여 2023년에는 7,420백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형태별로는
2017년 기준 수동형(Passive) 스마트 섬유가 820백만 달러, 능동형(Active) 스마트 섬유가
890백만 달러, 활성(Ultra) 스마트 섬유가 530백만 달러로 파악됨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북미 지역이 1,040백만 달러, 유럽 지역이 600백만 달러,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이 410백만 달러 규모로 파악됨
 중국, 인도의 업체들은 낮은 노동비용과 빠른 기술성장을 기반으로 유럽의 스마트 섬유제조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허브(Hub)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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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에서는 웨어러블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섬유제조
기술에 선진 스마트 의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산업·환경용 소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스마트 섬유의
범위를 넘어서 환경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또한 군수, 의료 등의
특수용도 중심으로 스마트 섬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관련 개발실적을
기업과 공유하면서 제품개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세계 ICT 융합 섬유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세계시장

2,240

2,670

3,200

3,870

5,110

6,080

7,420

22.1

* 출처 : Mordor Intelligence (2018), 재구성, 연평균성장률(’17 ~’22) 적용

(2) 국내시장
 국내의 경우 2017년 792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26.2% 성장하여 2023년에는 3,193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아웃도어 시장의 확대와 함께 스포츠·피트니스용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스마트워치, 스마트폰과 연계된 상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도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내 ICT 융합 섬유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억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국내시장

792

990

1,210

1,541

2,091

2,531

3,193

26.2

* 출처 : Mordor Intelligence (2018), 재구성, 연평균성장률(’17 ~’22) 적용

 스마트 섬유는 패션, 의료·헬스케어 분야, 군사·방위를 비롯한 특수용도 분야 등 산업 및 최종
소비재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스마트 섬유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새로운
활용분야의 수직적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인식 증대는 입는 것만으로도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의료·헬스케어용 스마트 섬유의 수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됨
 현재는 스포츠·피트니스, 의류·패션 분야에서 먼저 수요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의료·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기존 서비스 대비 높은
가격으로 인해 특수한 성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대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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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전도사, 전도성 직물
▪ 전도사 개발
- 탄소섬유, 금속사(Sus, Copper, Silver 등), 금속 전도사
섬도, 출력량, 소재에 따른 DB 구축

출력 및 봉제성이 우수한 전도사 선정 :

- 선정된 전도사와 타섬유(PET, Nylon 등)와의 합연, 커버링 공정 기술개발을 통한 복합 사 개발
- 전도사 봉제기술 개발 : 장비

부품 선정, 공정기술 개발

 전도성 직물 개발
▪ 니켈합금, 구리, 은 등을 활용한 무전해 도금기술 개발
- 전 처리 공정개발 : 최적

처리제 선정 배합으로 도 층과 소재층간의 밀착력 증대기술 개발

- 촉매처리 기술 개발 : 최적 표면 상태 도출 후 표면 친수화 기술 개발
- 공정별 약품 최적조건 확립 : Core 사 소재에 따른 약품별 농도, 배합조건, 온도, 농도 관리기준
확립

 전도사, 전 도성 직물 스마트 모듈 커넥팅기술 개발
▪ 고효율 출력을 한 스티칭 기술 개발 : 스티칭 패턴 최적화
▪ 흐르는 전류에 의한 피부 자극 방지를 위한 봉제기술 개발
▪ 심미성이 우수한 커넥팅 봉제기술 개발

 텍스타일 기반 스마트 모듈 개발
▪ 텍스타일 기반 패턴 회로 제조기술 개발

 텍스타일 기반 패턴 회로 제조 공정도
▪ 편면 전도성 코팅기술 개발 : 열가소성 고분자(PET, PTT, PP, Nylon 등) 필름에 전도성 물질(니켈합,
금, 구리, 은, 전도성 고분자 등)을 편면 코팅
▪ 통전 부위 소팅기술 개발 : fabric에 전도성 필름을 마스킹 처리 및 회로의 패턴에 따라 전도성
필름만을 자동으로 커팅하고 비통전부를 제거하는 공정
▪ 부착 공정기술 개발 : 남아있는 통전부에 편면 도전코팅이 된 열가소성 고분자 필름을 열과 압력을
가하여 직물에 부착하는 공정

 스마트 모듈 용 기술 개발
▪ 무선통신 기반 마이크로 제어 시스템 개발
▪ 무선통신 기반 소형 센싱 스마트 모듈 개발
▪ 무선통신 기반 소형 발 스마트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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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타일 기반 패턴 회로에 모듈 부착 기술 개발

 섬유 제품 디자인 인터렉티티 섬유 제품 개발
▪ 전도사, 스마트 모듈 방수기술 개발
- 불소계 방수 코팅 공정기술 개발
- 스프레이/쳄버 방식의 나노 방수 코팅 공정기술 개발
- 투명도 제어기술 개발

 응용 섬유제품
▪ 최신 트렌드를 반한 헬스케어/안전 의류, self-expression 의류
▪ 모니터링이 가능한 흡습발열 섬유 제품 : 셀룰로스계 흡습발열 섬유제품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모듈
▪ 제품 콘셉트 : 사람과 스마트 모듈 사이, 주변 환경과 스마트 모듈 사이의 인터랙션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제어

 스마트 웨어러블 인터렉티브 섬유제품 제어 어플 개발

◎ 기술개발 트랜드
 국내외 많은 업체에서 스마트 웨어러블 관련 제품을 출시하지만 선두 주자가 없는 상황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은 손목시계, 손목밴드와 같은 형태를 중심으로 피트니스와
헬스케어 관련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상용화된 스마트 웨어러블 관련 제품 정보
- Polo Tech Shirt : 활동량 모니터링, 코칭
- Hitoe : 생체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의류
- Sensoria Socks : 압력감지, 자세교정, 활동량 모니터링을 한 스마트 양말
- Smart Clothing : 생체정보 모니터링 도성 섬유로 심박 측정
- Hexoskin : 생체정보, 활동량 모니터링 스포츠 웨어
- NAVIGATE : LED와 진동으로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재킷
- Smart Suit : 스마트폰 주머니에 NFC 태그를 넣어 에티켓 모드 변경
- Lechal : 진동으로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신발과 깔창
- T.Jacket : 부풀어 올라 껴안는 느낌을 주는 허그 재킷
- Like A Glove : 신체 치수 측정 의류 온라인 쇼핑 연계
- Mimo Baby : 베이비 모니터 생체 정보

주변 환경 모니터링

- Avalanche : 탄소발열체를 이용한 발열 재킷
- Life Tech Jacket : 사고로 인한 조난,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아웃도어
- Digitsole : 스마트폰으로 온도 조이 가능한 커넥티드 발열 신발 깔창

 이 외에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업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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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미국의 소재기업인 DU PONT사와 일본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TORAY, TEIJIN,
TOYOBO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ICT 융합 섬유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여
세계시장을 선도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EU)에서 공동출자하여 SFIT(SmartFabricsInteractiveTextile)
Cluster를 만들고 그 안에 myHeart, BIOTEX, ProeTEX, STELLA, OFSETH, CONTEXT,
MERMOTH, SYSTEX 등의 개별적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ICT 융합섬유 산업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중
▪ ICT 분야와 융·복합을 위한 첨단 전자섬유와 메디칼 섬유 등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스마트 섬유 및 의류 등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진행
▪ BIOTEX(Bio-Sensing Textiles, 2006~2008)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생체 신호 모니터링 직물 센서를
이용한 의복을 개발
▪ STELLA(Stretchable Electronics for Large Area, 2006~2010)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축성 있는
전자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플렉서블 기판과 전도성 회로를 개발
[ ICT 융합 섬유 해외 개발동향 ]
제품명

내용

Vivometrics사의
라이프셔츠
(미국 IT벤처기업)

· 광섬유 및 전기전도성 섬유를 이용하여 심전도, 체온 등을 측정하여 외부 전송
(건강정보 모니터링)
· 가볍고 착용성이 우수하며 VivoSense SW 내장
· 셔츠 무게는 260g, 부속장치 포함 730g

엑센추어 테크놀
로지 랩(ATL)사의
라이프셔츠

· 라이프셔츠를 일반 의류와 같이 착용하여 생체신호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원격지 콜센터에 전송
· 위급상황 발생 시 라이프셔츠의 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의료기관과 연계된
콜센터로 경고신호 전송
· 의료진은 수집 데이터를 통해 환자 후속조치 수행

조지아공대와
센사텍스
(Sensatex)사의
스마트셔츠

· 광섬유와 전기전도성 섬유를 이용하여 심전도, 체온 등을 측정하고 이를 외부에
전송
· 스마트셔츠에 칩 형태의 센서를 내장하여 병사들의 총탄 상처 감지나 생체징후
관찰 가능

맥심(Maxim)사의
Fit 셔츠
헥소신(Hexoshin)사의
바이오메트릭 셔츠

· 심전도, 체온, 운동량을 점검할 수 있는 감지센서를 부착하여 환자의 몸 상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
· 착용감이 우수하며, 3개의 심장센서를 부착하여 심박수를 측정

* 출처 : KISTEP (2016),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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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국내산업의 경우 ETRI, KAIST, 코오롱, 블랙야크 등에서 기술개발이 진행
▪ 코오롱글로텍은 전도성 고분자를 섬유 위에 직접 적용해 전기를 통하게 해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스마트 섬유(제품명 : 히텍스(HeaTex))를 개발하고 의류, 장갑, 방석, 매트 등에 적용
▪ 또한 수면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수면 중 무호흡증과 같은 위험 발생 시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매트리스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용변 유무를 자동으로 감지해 보호자나 요양사에게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환자용 의류도 개발
* 출처 : 패션디자인과 ICT 융복합 활성화를 통한 패션의류산업의 신성장 전략, 2014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운동 시 직물형 센서를 통해 심박수와 체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심박 및 온도센서 모니터링) 스포츠의류 개발

 K2
▪ 2016년부터 퓨쳐팀을 신설하고 스마트웨어를 포함한 신규 제품 개발을 진행 중
- 앞서 스마트웨어로 발열 기능을 강화한 볼케이노 재킷을 출시하였으며, 2017년 11월 인텔리전스
히트 티셔츠는 개발. 해당 티셔츠는 단순 발열 시스템이 아닌 사용자 온도를 측정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온도를 알아서 제공하는 진화된 스마트웨어
- 배터리 모듈을 옷에 부착해 전원을 켜고 모바일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에 맞는 최적의 온도를
찾아주며,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면 설정 온도에 맞춰 발열 기능을 작동함. 온도 조절은 물론 러닝
및 칼로리 소모량 등도 확인할 수 있음

 블랙야크
▪ 2015년부터 ICT 융합 의류 야크온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음.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인
심전도를 측정해 심박 수를 알 수 있는 야크온P와 스마트폰으로 온도와 습도 발열을 제어할 수
있는 겨울용 다운점퍼 야크온H 등을 출시
- 야크온H는 유럽 최대 스포츠 아웃도어 박람회인 이스포(ISPO)에서 2016년 글로벌 황금상 등
11개상을 받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음
- LG전자의 스타일러스를 이용해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다운재킷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케어 서비스를 2017년 9월 선보였으며 LG전자의 스마트씽큐 앱을 실행한 후 NFC가 내장된
‘엣지다운’ 재킷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자동으로 스타일러의 블랙야크 패딩 관리 코스가 작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독자기술로 고속전송용 디지털사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디지털밴드 생산기술, 회로설계를 위한 자수기술, 편직기술과 같은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음
▪ IT기술과 나노 섬유기술을 융합하여 사용자의 생체/생활환경 신호를 측정, 처리, 전송,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섬유센서 기반의 웰니스 의류와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

 건국대학교는 ‘i-Fashion’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3차원 아바타, 가상코디/피팅
DTP(digital textile printing), RFID,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쇼핑 기술, 맞춤복 생산기술 개발 중. 현재 코오롱, 제일모직, 신세계 등
의류패션/유통업체들과 시범사업들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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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는 환경신호 및 착용자의 생체신호(심전도, 긴장도) 센싱 기능과 음악 감상(MP3
플레이어) 기능이 있는 스마트 스포츠 의류를 개발하였고 신체에 밀착되어 심전도, 체온
측정이 가능한 스포츠의류도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전도성 섬유를 기반으로 심박수, 호흡수, 체온, 운동량 등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의복형 생체정보 센서기술을 운동복에 적용한 바이오셔츠 개발
▪ 운동 중에 생체정보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동 처방, 운동 강도 조절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중에도 심전도, 호흡, 체온 등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체신호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정할 수 있어 응급상황발생시 경보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바이오 셔츠 ]

*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ICT 융복합 섬유 관련 국내 개발동향 ]
제품명

내용

ETRI
바이오 셔츠

· 심전도, 호흡, 운동량 등 생체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바이오셔츠 개발
· 바이오셔츠는 천소재 센서가 내장된 의복과 생체정보를 처리하여 무선 전송을 하는
생체신호처리 모듈로 구성
· 측정된 심전도 신호와 기속도 신호를 이용하여 심박수, 호흡수, 속도, 운동량 등 건강
정보가 추출 가능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경보 기능 제공

KAIST

· 체온과 땀의 변화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칩을 옷감에 직접 장착하여 실시간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직물장착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발표(2008년)
· 의류를 만드는 직물 자체에 전자회로를 구성하고 그 속 에 아주 적은 전력으로
작동하는 건강 모니터링 칩을 장착

제일모직
스마트 슈트

· 무선통신 모듈인 NFC 태그를 상의 스마트폰 전용 주머니 안에 삽입하여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 제공(2014년)
· 스마트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다 빼면 자동으로 화면 잠금이 해제되는 Un-lock기능,
SNS·E-Mail· NFC를 이용한 내명함 전송 기능, 회의 참석 등 에티켓이 필요할 때
무음과 전화수신 차단까지 한 번에 변경되는 에티켓 모드 기능 제공

전자부품연구원
인하대학교
코오롱 글로텍
HEATEX

· 특수복(소방, 경찰, 국방,특수작업복)용 직물형 플렉시블 플랫폼 기술 개발
· 직물형 집적회로 구현을 위한 섬유형 트랜지스터 개발
· 섬유기재(Textile Substrate)상에 Printed Electronics 기술을 구현한 자체발열 스마트
섬유
· 방한복, KOLON Sports LIFETECH 자켓, KIA MOTERS K5 바이오케어 온열시트 출시

* 출처 : KISTEP (2016),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6),
‘텍스트로닉스 섬유(전자섬유)의 동향과 기술개발 방향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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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ICT 융합 섬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 인력은 아래에 나타냄
[ 바이오융합 섬유 분야 주요 연구인력 현황 ]

기관

부서 또는 성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형반도체연구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노융합센서연구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신기술연구본부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기술연구센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질량힘센터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첨단센서산업화지원신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핀융합연구단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미정 교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황철성 교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숭실대학교

유기신소재‧파이버 공학과 김주용 교수

숭실대학교

스마트소재/제품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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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기술개발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착용형 스마트기기 국제표준화
- 우리기술 국제표준화 등을 위한 국제표준 주도기반을 마련
- 착용형 ICT 융합 섬유 핵심요소기술인 전자섬유(E-Textile), 인체 안전성, 제품의 신뢰성 등 표준화
작업 전반을 총괄함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섬유신소재, 신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통한 섬유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목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형반도체연구본부 강성원 본부장
▪ 실시간 모션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웨어 개발 중
▪ 목표 동작의 각도와 속도 등 6가지 수치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뒤 동작과 3D로 분석해 비교 가능

 한국전자부품연구원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우양신소재, 코라이트앤가나, 클레어픽셀, 실리콘알엔디와 공동으로 인체
유해한 웨어러블 플랫폼을 개발(2015)

 차세대융합연구원
▪ 기능성 그래핀섬유 개발 진행

 인하대학교
▪ 직물형 집적회로 구현을 위한 섬유형 트랜지스터 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디지털밴드 생산기술, 회로설계를 위한 자수기술, 편직기술과 같은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음

 숭실대학교 김주용 교수
▪ 전자섬유를 이용한 ICT 융합 의류 개발
▪ 전도성 용액을 섬유에 접목해 신소재 의류 개발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미정 교수 ,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황철성 교수
▪ 알루미늄이 코팅된 실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전기적 특성을 띠는 전자옷감을 개발
▪ 실 형태의 전자재료를 직조하는 방식으로 전자옷감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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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형태의 고성능 전도성 섬유와 함께 웨어러블 기기용 초민감형 스마트 센서
개발에 성공
▪ 전기적 성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구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핀융합연구단 이현정 박사
▪ ICT 융합 섬유를 위한 바이오센서 핵심 기술 개발
▪ 고전도성 나노전자소재인 단겹 탄소나노튜브와 강한 결합력을 가진 실 모양의 바이오 물질을
이용하여 (M13 박테리오파지) 단겹 탄소나노튜브를 나노그물 구조의 대면적 전도성 나노메쉬
전극으로 형성하고, 고분자 전해질 층을 이용하여 효소를 나노메쉬 전극과 결합시켜
전자전달효율이 높은 나노메쉬 효소전극을 개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혁신기술연구본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연구 센터
▪ 섬유형/필름형/패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구개발, 센서융합 스마트IT 사업기획
▪ 생체정보 수집센서 및 바이오진단 플랫폼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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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ICT 융합 섬유 기술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전자섬유(e-Textile) 기술,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발열·온도조절 기술,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인포테인먼트 기술, 전도성 코팅 등이 포함됨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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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전자섬유(e-Textile) 기술

A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B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C

발열·온도조절 기술

D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E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F

인포테인먼트 기술

G

전도성 코팅

H

설명
전도성 특수소재 및 초소형 IC(집적회로) 등을 사용해 센서, 네트워크,
제어, 저장, 신호처리 등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신호 및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고 외부 컴퓨팅 단말 연결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 착용자의 심박수, 체온 등의 감지를 통한 헬스케어부터
멀티미디어, 위치기반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 섬유와 전자재료 접목 기술, 전자섬유 회로설계 기술, 전자섬유와
IT 기기와의 접목·패키징 기술 등이 포함됨, 과거에는 각종 전자장치가
부착되는 형태였지만 실 형태의 전도성 섬유를 기반으로 섬유
트랜지스터, 압전 온도 센서, 섬유 디스플레이 등으로 확장
전도사를 제·편직 함으로써 판상(2D)의 전도성 텍스타일 소자를
제작하는 기술로서, 직물 혹은 편물의 전도성 소자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전기적 신호 센싱(sensing), 에너지 하베스팅 (energy
harvesting), 커넥팅(connecting) 등의 기능 구현을 가능하게 함
전도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텍스타일 위에 전도성 물질을
코팅(coating) 혹은 인쇄(printing)하는 후가공의 방법으로 전도성
텍스타일 소자를 만드는 기술
텍스타일형 면상 발열체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어떤 형상에도 효율적인
가열 효과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가볍고 부드러워 타이어 워머, 담요
제품, 의류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
텍스타일형 센서는 크게 스트레인 센서, 정전용량 센서 (capacitor),
온습도 센서로 나누며. 스트레인 센서는 텍스타일 센서의 신장과
굴곡에 따른 전기 저항 값의 변화를 통해 센서 로의 기능을 갖고,
정전용량 센서는 절연 물질에 의해 분리 된 두 개의 마주보는
섬유전극으로 구성되며,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전극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장을 통해 압력 혹은 변형 센서로 활용가능. 또한, 면상의
텍스타일 센서는 넓은 영역에서 온·습도를 감지하는 센서로 응용
교통약자 나 소방복 및 보호구 등 안전보호 장비를 재난과
위급상황에서 교통약자, 소방대원 등의 위치 추적 및 경고 알림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등으로 개발 가능
위의 요소 기술들을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의 재미를 위한 오락 기능,
내비게이션 기능과 같은 생활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전도성 고분자 또는 전도성 금속으로 섬유를 코팅하여 전기전도성을
부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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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ICT 융합 섬유 기술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분석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전자섬유(e-Textile) 기술

2,398

2,071

2,309

1,630

1,295

9,703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380

385

155

243

163

1,326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156

102

24

54

38

374

발열·온도조절 기술

45

32

15

19

10

121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245

147

129

117

93

731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1,869

360

1,604

486

313

4,632

인포테인먼트 기술

49

276

62

241

165

793

전도성 코팅

105

80

21

4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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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247

3,453

4,319

2,831

2,107

15,850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 미국, 유럽 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전자섬유(e-Textile)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유하고 있음
▪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은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유럽, 일본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발열·온도조절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 인포테인먼트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전도성 코팅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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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F) 분야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전자섬유(e-Textile)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출원인에

기술(A)

비해

분야에

ICT 융합 섬유

▪ 한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은 등락을 거듭하긴 하지만 비교적 꾸준한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외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도 한국국적 출원인과 유사하게 2010년경부터 꾸준한 출원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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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 주요 기술별 출원인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전자섬유(e-Textile) 기술

●

•LG전자
•Panasonic
•Murata Machinery

•대기업 중심
•LG전자 등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

•코오롱글로텍
•Apple
•전북대학교

•대기업, 대학 중심
•코오롱글로텍, 전북대학교
등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

•코오롱글로텍
•한국화학연구원
•동국대학교

•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중심
•코오롱글로텍, 한국화학연구
원 등

발열·온도조절 기술

●

•NV Bekaert SA
•NIKE
•유니웜

•기업 중심
•유니웜 등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

•LG전자
•Whirlpool
•TOSHIBA LIFESTYLE

•공공연구기관 중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
품연구원, KT 등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

•LG전자
•Murata Machinery
•Panasonic

•대기업 중심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등

인포테인먼트 기술

●

전도성 코팅

●

주요출원인

•Whirlpool
•Qingdao Haier Washing
Machine
•Rieter Ingolstadt
•코오롱글로텍
•연세대학교
•Applied Nanostructured
Solutions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324

국내 특허동향

•기업 중심
•한국코튼, LG전자 등
•대기업, 대학 중심
•코오롱글로텍, 연세대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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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섬유(e-Textile)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전자섬유(e-Textile) 기술 분야는 LG전자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Panasonic과 Murata Machinery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분야는 코오롱글로텍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Apple, 전북대학교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분야는 코오롱 글로텍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 동국대학교 등이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발열·온도조절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발열·온도조절 기술 분야는 NV Bekaert SA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NIKE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분야는 LG전자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Whirlpool, TOSHIBA LIFESTYLE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분야는 LG전자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Murata Machinery, Panasonic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인포테인먼트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인포테인먼트 기술 분야는 Whirlpool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Qingdao Haier Washing Machine, Rieter Ingolstadt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전도성 코팅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전도성 코팅 기술 분야는 코오롱글로텍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 Applied Nanostructured Solutions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325

전략제품 현황분석

◎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한국은 인포테인먼트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인포테인먼트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은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인포테인먼트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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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1을 상회하는 국가로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한국이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 특허 보유국은 미국임
▪ 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한 시장력에 있어서 미국은 질적 수준과 시장성이 모두 높은 국가로 조사됨
▪ 한국은 시장력 면에선 평균보다 다소 낮으며, 질적 수준도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및 독일은 질적 수준은 다소 낮지만 시장성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PFS

CPP

(Σ패밀리수/Σ특허수)

(Σ피인용수/Σ특허수)

5247

1.028207

1.028777

일본

4319

1.029173

0.832685

미국

3453

1.141906

1.684325

독일

1070

1.064486

0.701299

중국

835

1.051497

0.571429

이탈리아

412

1

0.145455

전체평균

304.4

1.1

1.3

국가

특허수

한국

◎ ICT 융합 섬유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ICT 융합 섬유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전자섬유(e-Textile) 기술,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이, 공백기술은 발열·온도조절 기술,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로 나타남
▪

ICT 융합 섬유 기술 분야에서 전자섬유(e-Textile) 기술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발열·온도조절 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공백기술 분야로 나타남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전자섬유(e-Textile) 기술

●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

발열·온도조절 기술

●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

인포테인먼트 기술

●

전도성 코팅

●

분야이고,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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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요소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전자섬유(e-Textile) 기술

•드럼타입 나노파이버 대량생산 용융전기방사장치 및 무용매 용융전기방
사방법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스트레인 게이지용 센서섬유의 제조방법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웨어러블 직접묘화 입력장치

발열·온도조절 기술

•탄소섬유 부직포 및 이의 제조 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탄소섬유 면상
발열체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투명성과 유연성이 우수한 전도성 나노섬유 멤브레인의 제조방법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전자 직물, 그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광전자 소자 및 웨어러블 전기발
전기

인포테인먼트 기술

•나노입자가 분산된 에멀전 용액으로부터 기능화된 촉매를 포함하는 다
공성 금속산화물 복합체 나노섬유 및 이를 이용한 가스 센서 및 그 제
조 방법

전도성 코팅

•웨어러블 스피커

성형용 원사

•의료용 봉합사 및 그의 제조방법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무독성 항균/항바이러스 가공 기술

•고내구성의 항균소취 기능을 갖는 방적사, 이로 제조된 원단 및 이 원
단 제조방법
•감염 방지성을 갖는 환자복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전자섬유(e-Textile) 기술을, 공공연구기관은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섬유(e-Textile) 기술에서는 드럼타입 나노파이버 대량생산 용융전기방사장치
용융전기방사방법 등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및

무용매

▪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분야는 스트레인 게이지용 센서섬유의 제조방법 등이
대기업 및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에서는 웨어러블 직접묘화 입력장치 등이 연구개발되고
있음
▪ 발열·온도조절 기술 분야는 탄소섬유 부직포 및 이의 제조 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탄소섬유
면상발열체 등이 연구개발되고 있음
▪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에서는 투명성과 유연성이 우수한 전도성 나노섬유 멤브레인의 제조방법
등이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에서는 전자 직물, 그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광전자 소자 및 웨어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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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발전기 등이 대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인포테인먼트 기술에서는 나노입자가 분산된 에멀전 용액으로부터 기능화된 촉매를 포함하는 다공성
금속산화물 복합체 나노섬유 및 이를 이용한 가스 센서 및 그 제조 방법 등이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전도성 코팅 기술에서는 웨어러블 스피커 등이 대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ICT 융합 섬유 기술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발열·온도조절 기술이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는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전도성 코팅
기술로 나타남
▪ ICT 융합 섬유 산업과 관련하여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는 이미
광범위한 산업의 기초 인프라 기술로, 섬유 산업 역시 ICT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산업 경쟁력 향상
및 제품과 기술의 고도화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
▪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ICT융합 섬유패션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가장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헬스케어나 스포츠 레저용 제품으로 전개되고 있음
▪

향후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전자섬유(e-Textile) 기술,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보다는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발열·온도조절 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개발하고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매입이나 라이센싱 등을 통해 부족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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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 확정
[ ICT 응용 분야 요소기술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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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출처

전자섬유(e-Textile)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가공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발광 섬유 소재 제조의 광섬유 직물 제조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발광 섬유 소재 제조의 발광다이오드(LED) 부착 직물 제조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발열·온도조절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인포테인먼트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전도성 코팅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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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 선정
▪ 기술개발시급성(10), 기술개발파급성(10), 단기개발가능성(10), 중소기업 적합성(10)을 고려하여 평가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특허/논문 분석

→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품목별 전문가 요소기술
분류 조정·재정의

•전문가 추천

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요소기술

선정평가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평가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ICT 융합 섬유 분야 핵심기술 ]
분류

핵심기술

개요
Ÿ

전도성 특수소재 및 초소형 IC(집적회로) 등을 사용해 센서, 네트워크,
제어, 저장, 신호처리 등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신호 및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고 외부 컴퓨팅 단말 연결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 착용자의 심박수, 체온 등의 감지를 통한 헬스케어부터
멀티미디어, 위치기반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 섬유와 전자재료 접목 기술, 전자섬유 회로설계 기술, 전자섬유와
IT 기기와의 접목·패키징 기술 등이 포함됨, 과거에는 각종 전자장치가
부착되는 형태였지만 실 형태의 전도성 섬유를 기반으로 섬유
트랜지스터, 압전 온도 센서, 섬유 디스플레이 등으로 확장

Ÿ

전도사를 제·편직 함으로써 판상(2D)의 전도성 텍스타일 소자를
제작하는 기술로서, 직물 혹은 편물의 전도성 소자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전기적 신호 센싱(sensing), 에너지 하베스팅 (energy
harvesting), 커넥팅(connecting) 등의 기능 구현을 가능하게 함

Ÿ

전도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텍스타일 위에 전도성 물질을
코팅(coating) 혹은 인쇄(printing)하는 후가공의 방법으로 전도성
텍스타일 소자를 만드는 기술

Ÿ

텍스타일형 면상 발열체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어떤 형상에도 효율적인
가열 효과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가볍고 부드러워 타이어 워머, 담요
제품, 의류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섬유기술

전도성섬유·직물제조
의제·편직물제조기술

전도성 코팅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발열·온도조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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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텍스타일형 센서는 크게 스트레인 센서, 정전용량 센서 (capacitor),
온습도 센서로 나누며. 스트레인 센서는 텍스타일 센서의 신장과 굴곡에
따른 전기 저항 값의 변화를 통해 센서 로의 기능을 갖고, 정전용량
센서는 절연 물질에 의해 분리 된 두 개의 마주보는 섬유전극으로
구성되며,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전극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장을 통해
압력 혹은 변형 센서로 활용가능. 또한, 면상의 텍스타일 센서는 넓은
영역에서 온·습도를 감지하는 센서로 응용

Ÿ

교통약자 나 소방복 및 보호구 등 안전보호 장비를 재난과
위급상황에서 교통약자, 소방대원등의 위치 추적 및 경고 알림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등으로 개발 가능

Ÿ

위의 요소 기술들을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의 재미를 위한 오락 기능,
내비게이션 기능과 같은 생활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Ÿ

전도성 고분자 또는 전도성 금속으로 섬유를 코팅하여 전기전도성을
부여하는 기술

발열·온도조절 기술
측정기술

생체신호모니터링기술

무선통신 기술
전자섬유
(e-Textile)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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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전도성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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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ICT 융합 섬유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낮지만 국내 시장 성장률은 12.5%로 세계 시장
성장률 4.0%대비 시장 발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최고기술 보유국은 유럽로, 국내 중소기업은 유럽 대비 69.5%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중이며
국내 중소기업은 유럽에 비해 평균 약 5.3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5,247건의 출원량을 보이며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 나타났지만 특허 피인용지수가 1.03으로 최대 피인용지수를 보인 미국(1.68) 대비
차이를 보임,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내 특허의 질과 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낮은 상태로
나타남
[ ICT 융합 섬유 분야의 전략 캔버스(Strategy Canvas) ]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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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ICT 융합 섬유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ICT 융합 섬유

ICT 융합 섬유의 개발 및 양산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전도성 섬유,
직물제조의
제·편직물 제조기술

차세대 지능형 섬유 개발

전도성 코팅

발열·온도 조절
기술
신호측정 및 분석기술
개발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술
안전보호 헬스케어
기술
고효율 통신기술 개발
전자섬유(E-Textile)
기술

인포테이먼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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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리 기술 개발

ICT 융합 섬유

※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비고

기술개발

기술개발

단기개발

중소기업

시급성

파급성

가능성

적합성

전자섬유(e-Textile) 기술

9

10

8

8

36

선정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원사 제조 기술

9

10

9

9

36

선정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제·편직물 제조 기술

9

9

9

10

36

선정

전도성 섬유·직물 제조의
가공 기술

9

9

8

7

33

발광 섬유 소재 제조의
광섬유 직물 제조 기술

9

9

9

7

34

발광 섬유 소재 제조의
발광다이오드(LED) 부착
직물 제조 기술

8

9

9

9

34

발열·온도조절 기술

9

8

9

10

35

선정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9

10

8

9

36

선정

안전보호·헬스케어 기술

9

9

9

9

36

선정

인포테인먼트 기술

9

9

8

9

35

선정

전도성 코팅

9

9

9

9

35

선정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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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가공 시스템

염색, 가공 시스템
정의 및 범위
▪ 염색가공기는 포 제조 공정을 통해 이루어진, 직포, 편포, 부직포들의 최종 End 제품으로서의
성능을 발현시키기 위한 기계를 총칭
▪ 원단에 색을 입히기 위해 세탁, 정련 등 염색 전단 계에서 포를 처리하는 전처리 공정(수세, 정련,
감량 등), 포에 색을 입히는 염색 공정, 염색된 원단을 마무리하는 후처리 공정(건조, 폭출 등),
원단 또는 염색포에 부가적인 기능 또는 부가가치를 발현시키는 가공 공정(코팅, 방축가공,
라미네이팅)등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계류 및 핵심 요소 기술 등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염색가공은 직물 등에 색상, 디자인, 기능 및 감성을

•(세계) 염료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2023년 약 99.3옥
달러로 전망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공정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과 무허가 염색공장들의 가격

•(국내) 염료 시장은 2017년 약 17억 원에서 2023년
약 22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덤핑은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유류 가격의
대폭인상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염색가공업계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킴

정책 동향

기술 동향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에너지
전환 미확보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 •염색가공기의 주 개발 동향은 환경친화형, 에너지
염색가공시스템개발, 공정혁신을 통한 친환경 고효율

절약형 및 IT 기반의 자동화 개발로 요약되는데 특히

생산기반기술 개발

범용기계 개발, 저온 건조 시스템의 개발 등으로

•신정부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성역화 및 성 에너지화를 추구하고 있음

달성을 위한 IoT/ICT를 접목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장력조절이 전 공정 중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원가절감을 실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확산되었으며, 조절 방식도 완전 자동화 추구

먹거리를 창출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해외) Oerlikon, Monforts, Mayer & Cie, DORNIER
•(대기업) 한화종합화학, SK케미칼

•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중소기업) 일성기계공업, 이화글로텍, 프로템, 평안,
삼화기계, 금용기계

•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산업용 섬유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염색 및 가공시스템 분야의 기능성을 요구하는 수요에 대응
➜ 수질오염 개선형 생산기술, 에너지 절약기술, 인체 친화적 염색기술 시장 접근
➜ 4차 산업혁명에 대응 가능한 IoT/ICT 기반 스마트 염색가공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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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염색, 가공 산업은 섬유산업의 중간단계(Mid-Stream)에 위치하는 공정분야
▪ 소재가 요구하는 성능을 섬유제품에 최종적으로 부여하는 단계에서 섬유제품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감성과 촉감 그리고 기능성을 부여
▪ 섬유 제품의 고부가가치와 기술 집약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 가공기 ]

* 출처 : 코머신 기계 산업 검색 사이트, 제공

 염색가공 산업은 실, 직물, 의류 등 섬유제품에 색상, 디자인 등의 심미적 효과와 특수한
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임. 섬유산업의 복잡다단한 공정 (원료 → 실 → 직물 → 염색 →
가공 → 봉제) 중에서도 기술적인 노하우가 가장 많고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임
 염색가공업은 일반적으로 직물의 염색가공뿐만 아니라 원료, 실, 최종 의류제품까지 모든
공정에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공정
[ 염색가공업의 공정상 위치 ]

* 출처 : 섬유폐션산업 실행계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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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염색, 가공기는 각종 화학약품 및 다량의 용수를 필요로 하고 건조 시 많은 양의 열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분야이며, 염색 및 각 가공공정에서 폐수가 발생되며
열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오염 규제를 위한 공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산업분야
▪ 염색가공기는 초고속화 및 에너지절약형, 환경친화형으로 계속 발전하여 생산성 향상과 산업용에
적합한 광폭화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품종 소롯트화를 전략으로 고부가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범용화 적용기술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염색가공기계 구조의 단순화 및 전자동화
방향으로 연구개발 진행
▪ 또한, IT산업과 접목하여 생력화, 공정시스템화로 운전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섬유
소비패턴이 다양화, 고급화, 수명주기의 단축화 방향으로 변화되어 제품의 차별화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할 염색기계의 개발이 필요

 염색, 가공기는 최종 제품의 품질과 소비자의 Needs의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부가가치의 제품생산을 위한 독자적이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최종제품을 마케팅 하는
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그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
[ 공정별 섬유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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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 염색가공기는 염색기, 가공기분야로 분류되며, 염색기는 염색되는 제품의 구분에 의해서
사염색기, 포염색기, 날염기, 특수염색기로 구분되고 가공기는 공정의 순서에 따라
전처리가공기, 후처리가공기, 특수가공, 기타가공기로 구분
▢ 사염색기
▪ 기본적으로 사를 염색하는 시스템
▪ 염색 방식에 따라 치즈 염색기(Cheese dyeing M/C), 행크 염색기(Hank dyeing M/C), 인디고
염색기(Indigo dyeing M/C), 스페이스 염색기(Space dyeing M/C), 경사 염색기(Warp dyeing
M/C) 등으로 구분

▢ 포염색기
▪ 원단형태로 제직된 천(fabric)을 염색하는 시스템
▪ 염색기법에 따라 빔염색기(Beam dyeing M/C), 지거 염색기(Jigger dyeing m/c), 액류 염색 기(jet
flow dyeing m/c), 에어 플로우 염색기(air flow dyeing m/c), 소프트 플로 염색기(soft flow
dyeing m/c), 윈치 염색기(winch dyeing m/c), 저온 연속 염색기(CPB) 등으로 분류

▢ 날염기
▪ 염색하고자 하는 원단 표면에 염료를 도포하는 시스템
▪ 프린팅 방식에 따라 평판 스크린 프린터(flat screen printer), 로터리 스크린 프린터(rotary screen
printer), T 셔츠 프린터(T-shirts printer), 디지털 프린터(DTP)로 구분

▢ 전처리 가공기
▪ 가공기의 전처리기는 수세, 표백, 정련, 축소 공정에 따라 수세기(washing m/c), 정련 표백
기(bleaching m/c), 머서라이징기(mercerizing finishing m/c), 감량 가공기(weight loss finishing
m/c), 건조기(dryer m/c), 로타리 워샤(rotary washer m/c), 개폭기(slitting opening m/c)로 구분

▢ 후처리 가공기
▪ 염색 후 기능성을 부여를 위한 가공기로 텐터기(tenter m/c), 코팅기(coating m/c), 본딩기
(bonding m/c), peach skin 가공기 (peach skin finishing m/c), 캘린더기(calender finishing
m/c), 주름 가공기(crinkling/crushed), 실켓 가공기 (silket finishing m/c), 워싱 가공기
(washable fininshing m/c), 기모기(raising finishing m/c), 텀블러 (tumbler finishing m/c),
방축 가공기(sanforizing finishing m/c), 액체 암모니아 가공기(liquid ammonia finishing m/c),
도트 프린팅기(dot printing m/c)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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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처리 가공기
▪ 염색된 원단에 방수, 방오, 방향 등 특수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방수 가공기(water proof fini
-shing m/c), 흡한 속건 가공기(sweat absorbent & speed dry finishing m/c), 방오 가공기 (soil
resistant finishing m/c), 방향 가공기(perfumed finishing m/c), 방염 가공기 (anti flaming
finishing m/c), 발수 가공기(water repellent finishing m/c), 엠보 처리기(embossing m/c)로 구분
[ 염색가공기 분류 관점의 범위 ]
대분야

중분야

세부 제품
사염기

염색기
(Dyeing
M/C)

포염기

날염기
특수
염색기
전처리기

염색가공기
후처리기
가공기
(Finishing
M/C)
특수
가공기

기타
가공기

치즈 염색기(Cheese dyeing M/C), 행크 염색기(Hank dyeing M/C),
인디고 염색기(Indigo dyeing M/C), 스페이스 염색기(Space dyeing
M/C), 경사 염색기(Warp dyeing M/C)
빔염색기(Beam dyeing M/C), 지거 염색기(Jigger dyeing m/c), 액류
염색기(jet flow dyeing m/c), 에어 플로우 염색기(air flow dyeing
m/c), 소프트 플로 염색기(soft flow dyeing m/c), 윈치 염색기(winch
dyeing m/c), 저온 연속 염색기(CPB)
평판 스크린 프린터(flat screen printer), 로터리 스크린 프린터(rotary
screen printer), T 셔츠 프린터(T-shirts printer), 디지털 프린터(DTP)
가먼트 염색기(Garment dyeing m/c), 초임계 염색기(Supercritical
dyeing m/c)
수세기(washing m/c), 정련표백기(bleaching m/c),
머서라이징기(mercerizing finishing m/c), 감량가공기(weight loss
finishing m/c), 건조기(dryer m/c), 로타리워샤(rotary washer m/c),
개폭기(slitting opening m/c)
텐터기(tenter m/c), 코팅기(coating m/c), 본딩기(bonding m/c),
peach skin 가공기(peach skin finishing m/c), 캘린더기(calender
finishing m/c), 주름가공기(crinkling/crushed), 실켓가공기(silket
finishing m/c), 워싱가공기(washable fininshing m/c), 기모기
(raising finishing m/c), 텀블러(tumbler finishing m/c),
방축가공기(sanforizing finishing m/c), 액체암모니아가공기(liquid
ammonia finishing m/c), 도트 프린팅기(dot printing m/c)
방수가공기(water-proof finishing m/c), 흡한속건가공기(sweat
absorbent & speed - dry finishing m/c), 방오가공기(soil resistant
finishing m/c), 방향가공기(perfumed finishing m/c),
방염가공기(anti-flaming finishing m/c), 발수가공기(water repellent
finishing m/c), 엠보처리기(embossing m/c)
효소가공기(bio finishing m/c), 멜턴가공기(melton finishing m/c),
은나노가공기(nano-sliver finishing m/c), 증량가공기(increase
finishing m/c), 파치먼트가공기(parchmentizing finishing m/c),
니플가공기(nipple finishing m/c), 타슬란가공기(Taslan finishing
m/c), 기타 가공기(other finishing m/c)

▢ 염색가공기는 염색기와 가공기의 핵심 설계, 제조, 공정기술, 완제품의 형태로 시장에
공급되어지며, 핵심기술로서는 각 요소 품들의 최적설계와 염색기, 가공기의 성능을 구현하는
핵심 구현 기술로 구분
▪ 공급망 기준으로 염색기와 가공기로 크게 분류되며 원단염색기는 스핀들설계, 행크설계, 경사 빔설계,
스페이스설계, 염액유동제어기술, 염액침투기술, 고온고압 압력용기기술, 열효율 확대 기술,
열회수기술 ,빔 설계, 구동시스템 설계, 액류분사노즐 설계, 원단이송용 릴 제작기술, 염액 순환펌프
설계, 열교환기 설계기술, 공기흐름제어기술, 윈치 설계기술, 빔제어기술, 원단 확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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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이송기술, 저장력 이송기술, 빔구동기술, 액류노즐기술, 망글 설계기술, 염액조 제조기술,
권취장치 설계 등의 기술로 구분
▪ 가공기는 수세기 설계, 원단이송용 롤러설계, 스팀공급장치, 약제자동공급기, 원단확포장치, 머서라이징
설계기술, 약제조제기술, 건조기 설계기술 , 충격드럼 제어기술, 열풍노즐 설계기술, 공기팬, 송풍덕트
설계기술, fin-tube 열교환기 설계기술, 나이프 코터 설계, 콤마코터설계, 리버스코터 설계, 그라비아
코터설계, 원단냉각기, 라미네이팅 기술, 원단접착기술, 롤러가공기술, 원단광택기술, 롤러제어기술,
액체암모니아 회수기술, 액체암모니아 처리기술, 수지 혼합기 설계, 수지도포기술, 엠보롤러 설계기술,
균일건조기술, 약제 자동공급장치 등으로 구분
[ 공급망 단계별 주요제품 분류표 ]
대분야

중분야

사염기

스핀들설계, 행크설계, 경사빔설계, 스페이스설계, 염액유동제어기술,
염액침투기술, 고온고압 압력용기기술, 열효율 확대기술, 열회수기술

포염기

빔 설계, 구동시스템 설계, 액류분사노즐 설계, 원단이송용 릴
제작기술, 염액순환펌프 설계, 열교환기 설계기술, 공기흐름제어기술,
윈치 설계기술, 빔제어기술, 원단 확포기술, 원단이송기술, 저장력
이송기술, 빔구동기술, 액류노즐기술, 망글설계기술, 염액조제조기술,
권취장치 설계

날염기

로터리스크린 설계, 염액공급장치, 큐어링 장치설계, 원단이송장치,
잉크헤드 설계기술, 권취장치설계, 잉크헤드, 잉크공급장치

특수
염색기

염료분사기술, 가먼트 회전판 설계, 염액자동분사 기술, 압력용기,
초임계회수기술, 고압배관, 열교환기 기술

전
처리기

수세기 설계, 원단이송용 롤러설계, 스팀공급장치, 약제자동공급기,
원단확포장치, 머서라이징 설계기술, 약제조제기술, 건조기 설계기술 ,
충격드럼 제어기술

후
처리기

열풍노즐 설계기술, 공기팬, 송풍덕트 설계기술, fin-tube 열교환기
설계기술, 나이프 코터 설계, 콤마코터설계, 리버스코터 설계,
그라비아 코터설계, 원단냉각기, 라미네이팅 기술, 원단접착기술,
롤러가공기술, 원단광택기술, 롤러제어기술, 액체암모니아 회수기술,
액체암모니아 처리기술

특수
가공기

수지 혼합기 설계, 수지도포기술, 엠보롤러설계기술, 균일건조기술,
약제자동공급장치

기타
가공기

효소가공기, 멜턴가공기, 은나노가공기, 증량가공기, 파치먼트가공기,
니플가공기, 타슬란가공기,

염색기
(Dyeing
M/C)

염색가공기

가공기
(Finishing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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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정부가 슈퍼섬유를 비롯한 산업용 섬유를 적극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 섬유가 산업용으로의
용도 전개가 크게 이루어지면서 전방연관효과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
 화석연료인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10년 전에 비해 독일의 경우 매출액대비 에너지
비용의 비중은 5%에서 12- 15%정도 증가
▪ 염색공장의 IT화(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이미지 개선으로 고급 전문인력의 유입을 적극 유도
▪ 수질오염 개선형 생산기술, 에너지 절약기술, 인체 친화적 염색기술 등 향후 국제 환경문제 및
에코라벨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염색기술개발
[ 염색가공기 시스템 분야 산업구조 ]
후방산업

염색가공기

전방산업

금형, 금속가공, 산업용시스템,
유체기계, 열시스템, 복합소재,
플라스틱, 고무 등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고효율
염색가공 시스템 기술, ICT 웅복합
기술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

섬유산업, 산업용 섬유산업,
의료산업, 복합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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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염색가공 공정은 직물 등에 색상, 디자인, 기능 및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공정임. 염색 가공공정은 섬유제조 공정에서 의류제조 다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이며, 차별화 섬유소재의 경우 최소 3 ~10배가 가능함
 심미적 감각，염료 및 가공제의 배합·활용 노하우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과 염색기 및
가공장치 등 하드웨어적 측면의 유기적 결합 요구
 염색가공 업체의 기술경쟁력은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임가공 형태를 영위하고 자본, 인력,
시설부족으로 연구개발과 기술력 축정이 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30년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한 일반 범용 제품의 생산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내수 부분도 국내경기의 장기침체,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내수물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국내 저가 제품시장에 대한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과 무허가 염색공장들의 가격
덤핑은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유류 가격의 대폭인상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염색가공업계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
 염색가공업계는 이러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여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우선 기술지원 기관설립을 건의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기반을 구축 중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물량 및 금액 모두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섬유․사
염색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단가마저도 하락하여 중국 등 개발도상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염색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90% 수준이나, 디자인․도안, 자동화 등 기술수준은 70% 수준으로 낙후
▪ 염색된 제품의 평가기술 저조, 국내 염색기계 산업의 발전 부진, 다양한 원부재료 생산 부진,
Digital 날염 미활성화 등

 업종별로는 섬유․사 염색분야가 물량과 금액 면에서 모두 상승하였는데 이는 대기업들의 조사
참여와 저가 물량 위주의 생산보다는 고가품 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최근 첨단염색기술의 큰 흐름을 보면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약으로 구분되고 있음 우선,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의식이 고조되고 규제강도도 높아지면서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
중요성은 인식되었으나, 관련 기술의 개발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어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 단축과 폐수의 양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처리와 설비의 개발을
시도 중
 염색가공기의 주 개발 동향은 환경친화형, 에너지 절약형 및 IT 기반의 자동화 개발로 요약되는데
특히 범용기계 개발, 저온 건조 시스템의 개발 등으로 성역화 및 성 에너지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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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가공 공정은 섬유제조 공정에서 의류제조 다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이며,
차별화 섬유소재의 경우 최소 3∼10배가 가능함
▪ 염색 및 각 가공공정에서 폐수가 발생되며 열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오염 규제를 위한 공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산업분야
▪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수출장벽으로 작용 ‘유럽 환경단체로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한 섬유제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섬유류 수출에 지장을 초래

시작된

 섬유기계는 융합기술로의 접목(NTㆍIT, NTㆍBT, CT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 따라서 염가공기의 경우 저욕비, 환경부하 저감형 등 에너지 절약형 기계들에 대한 요구가 일반화
▪ 다품종 소량생산을 생산하려면 생산성과 투자효율성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기능을 겸비할 수 있는
응용측면을 강조한 제품 출시
▪ 염색·가공업계는 다중 복합소재, 고감성·고기능성 소재, 스마트 섬유 소재 및 산업용섬유에 대한
염색가공기술 등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차별화 섬유소재의 품질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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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전 세계 염료 및 안료 시장은 2017년 34,400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0%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46,200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염료 및 안료 전체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세계시장

34,400

36,200

38,000

39,900

41,900

44,000

46,200

5.0

* 출처 : Marketsandmarkets, Dyes & Pigments Market, 2016, 재구성

 염료는 2017년 7,583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6%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9,932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안료는 2017년 26,938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2%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36,432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염료 및 안료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Marketsandmarkets, Dyes & Pigments Market, 201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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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염료 및 안료 시장은 생산량에 따라 안료 생산량과 염료 생산량으로 분류됨
▪ 염료는 2017년 370만 3,800톤에서 연평균 성장률 3.9%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669만
5,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안료는 2017년 449만 6,700톤에서 연평균 성장률 4.0%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819만
8,9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염료 및 안료 시장의 생산량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천 톤)

* 출처 : Technavio, Global Dyes and Pigments Market, 2016, 재구성

 전 세계 염료 및 안료 시장은 염료 종류에 따라 반응성 염료, 분산 염료, 배트 염료, 직접
염료, 산성 염료, 기타 염료로 분류됨
▪ 반응성 염료는 2017년 2,089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3%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541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분산 염료는 2017년 1,806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6%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236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배트 염료는 2017년 1,399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640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직접 염료는 2017년 565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9%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671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산성 염료는 2017년 405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8%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50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기타 염료는 2017년 1,113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8%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31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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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염료 및 안료 시장의 염료 종류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Marketsandmarkets, Dyes & Pigments Market, 2016, 재구성

 전 세계 염료 및 안료 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45.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유럽 지역이 28.3%, 북미 지역이 20.4%, 남미
지역이 6.6%,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4.2%로 나타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17년 14,969백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21,481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평균

성장률

6.2%로

증가하여,

▪ 유럽 지역은 2017년 9,296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7%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1,556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북미 지역은 2017년 6,692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1%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8,506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남미 지역은 2017년 2,163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0%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3,070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2017년 1,383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1%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760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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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염료 및 안료 시장의 지역별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Marketsandmarkets, Dyes & Pigments Market, 2016, 재구성

(2) 국내시장
 국내의 염료 및 안료 시장 중 염료는 2017년 17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4.4%로 증가하여,
2023년 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안료는 2017년 95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5.2%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염료 및 안료 시장 규모 및 전망 ]
(단위: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염료

17

18

19

19

20

21

22

4.4

안료

95

100

105

111

116

122

129

5.2

* 출처 : Marketsandmarkets, Dyes & Pigments Market, 2016, 재구성

 세계 섬유기계 시장은 Global Textile Machinet Market 2018-2022, Reportlinker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도 이후 2022년까지 약 8.3%의 연평균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음
▪ 2022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시장점유율이 90%이상 차지 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수요
대응 및 미주, 유럽지역 수출로 섬유기계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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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저욕비 염색 및 연속식 저온(CPB) 염색 기술
▪ 염색가공 공정은 섬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심미한 색상과 사용 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부여하는
단계로 섬유 제조 공정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고온의 물과
다양한 화공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그 처리온도가 높아 폐수발생량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정
▪ 국제적으로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하여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염색기인 고속, 균염, 저욕비 염색기
개발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염색특성이 우수한 고효율의 염색기 개발을 위해서는 염색기의
핵심인 저욕비를 실현하고 노즐을 통하는 제트특성과 가공직물의 물성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reel
및 dyeing bath의 연동 구조를 상세히 이해하고 설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
▪ 인공지능형 첨단 액류염색기의 주요기술인 낮은 수직 이송높이로 직물에 대해 최소 장력 발생하도록
하며 직물 balloon 현상 억제와 자동 엉킴 완화 장치의 개발과 Fuzzy logic 온도 제어와 욕비가
1:6이하 수준의 첨단 액류염색기 개발 요구 증대
▪ CPB 염색은 반응성 염료와 알칼리의 혼합액으로 구성된 염액에 원단을 패딩한 후 상온에서 수 시간
배칭하고 수세 및 소우핑하여 염색하는 방법으로 작업공정관리, 설비관리가 간편하고 에너지소비량
절감, 높은 생산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 CPB 염색은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우선 CPB 염색기의 국산화 개발을 통한 설비의 확산 및 보급이 이루어 져야하며,
반응성 염료 기술과 CPB 염색기술의 상호 적용 방안 필요

 열효율을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건조시스템
▪ 섬유 원단의 건조 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로 텐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단의 건조
처리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온도는 약 150℃ 전후로 배출되는데 이 배출되는 배기가스에는
막대한 열에너지가 포함
▪ 배기가스 폐열회수 과정에서 함유되어 있는 타르와 미세 먼지, 기타 오염물질 등이 열교환기
전열면에 부착되어 열전달을 방해하여 열교환 효율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전 시스템의 가동이
중지되는 상태가 발생
▪ 기존의 텐터기는 시스템에서 필요한 열을 순환되는 열매체를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효율이 낮았으나, 최근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연소열을 직접 오븐에 공급하는 방식의
도입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도모
▪ 물 건조에 필요한 열을 열풍방식(기존)으로 공급하지 않고 촉매연소 방식은 원적외선 복사방식으로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직물의 표면과 내부로 동시에 열이 전달되어 열전달 속도가 빠르고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직물에서 수분이 제거되므로 적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동일한 건조
상태를 얻는 것이 가능

 ICT 기술이 융합된 초고속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
▪ Inkjet Print Head의 토출량은 헤드별로 각 노즐당 적게는 1 pL에서 수십 pL까지 분사가 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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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의 디지털 염색/날염뿐만 아니라 인쇄, 패키징, 전자인쇄, OLED, 바이오칩, 연료전지, 식품,
RFID, Paper LED와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 기술적 가치와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는 매우 높은 기술
▪ Inkjet Printing 기술은 원하는 위치에 극소량의 잉크를 분사함으로써 잉크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패턴을 인쇄하기 때문에 재현성과 반복성이 우수
▪ Single Pass Printing 기술은 Multi Pass 방식에 비하여 생산속도, 잉크 소비량, 인건비 비율, 출력 품질,
설치공간, 장비원가 등에 유리하고, Single Pass Printing의 단점인 노즐 막힘에 의한 이미지 손상의 경우
각 Inkjet Print Head 업체들의 노즐막힘 보상 기술(잉크 순환 방식 : Recirculation)과 Printer maker
업체들의 이미지 보상기법 (Image Interlacing)등을 통해 해결 필요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비수계 염색 기술
▪ 유체 염색기술은 초임계 상의 용매를 폐쇄순환계 내에 존재시켜 승온과 승압과정을 통해 염료를
용해시키고 염색에 이용되며, 염색이후 압력 및 온도를 낮추면서 초임계 용매와 염료가 분리
▪ 압력 및 온도를 낮추면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되었던 염료들이 분리되며, 분리된 염료와
이산화탄소는 다시 염색공정에 순환시킴으로써 재활용 가능
▪ 염색 후 섬유의 건조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용매로 사용하는 초임계 유체의 비열이 낮아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염색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염색기술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공장 시스템 기술
▪ 맞춤 주문형 생산 방식의 제조시스템과 I-fashion과 같은 소비자의 변화 추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ICT/IoT 기술이 접목된 염색가공시스템 기술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
▪ 복수작업, 이질적 원료 및 부품소재용이, 우발적 상황에 신속대처, 수요변화에 맞춰 작업시간,
작업경로, 직무내용 변경 등이 핵심인 유연생산체계를 갖는 스마트 제조 시스템 요구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oT 기반 무인생산이 가능한 염색가공 공정 시스템 기술, IoT/빅데이터 기반의 무인화,
고속화 기술을 통해 다양한 원단의 생산성 향상 기술이 기반이 된 지능형 염색공장 시스템 기술
▪ 염색가공시스템의 ICT/IoT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섬유기계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industry 4.0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섬유기계와 ICT의 만남으로
인하여 섬유제조 기업들은 기존에 없던 제품경쟁력을 확보하여 브랜드가치 상승을 도모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개발
▪ 상온염색 기술은 기존의 염색공정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조사에 의해 광중합으로 염색되는 고분자 염료를 개발이 필요
▪ 기존 염료구조에 광반응성 염료를 합성하고, 광개시제를 포함한 염료조성액 패딩을 통해 섬유에 부여
▪ 자외선 조사에 의해 광그라프트함으로써 상온 광그라프트 염색기술
▪ 자외선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 개발과 섬유용 자외선 중합형 상온 염색공정 개발을 통해 폴리에스터
및 혼방섬유에도 적용가능한 상온염색 기술
▪ 상온염색 시스템을 통해 셀룰로스계 섬유의 염색을 상온에서 구현함으로서 에너지 절감 60%, 용수
사용량 40%이상 절감이 가능하여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에코공정화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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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플라스틱 필름 생산용 2축 연신 텐터기술
▪ 천연고분자 재료 및 합성고분자 재료를 원료로 하여 재료의 적합한 제막기술, 가공기술에 의한
제품화가 현대의 각종 합성고분자 재료시장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제품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포장용 필름에서부터 에너지 저장장치인 2차전지의 분리막에 이르기까지 적용분야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플라스틱(예, 나일론, PET 등) 필름은 합성고분자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성형된 필름으로 구성이
단일 소재인 필름을
단체필름이라 하고, 필름의 형성 후 특히 연신가공을 하지 않는 것을
무연신필름, 필름성형 후 다시 방향을 정하여 연신가공을 한 것이 연신필름이라고 함
▪ 플라스틱(예, 나일론, PET 등) 필름의 연신 및 주원료에 따라 필름의 종류를 결정지으며, 연신정도에
따라 용도, 강도, 투습성, 내열성 등 필름의 특성도 다양함
▪ 플라스틱 필름을 생산할 수 있는 필름텐터기는 특히 2축연신 텐터기는 미연신 시트를 원주 속도차가
있는 가열롤 상에서 종방향(MD, machine direction)으로 연신한 후, 이를 예비가열하면서
횡방향(TD, traverse direction)으로 연속적으로 가열과 연신을 동시에 행하면서 설정된 두께까지
연신하면서 열고정과 냉각을 거쳐 권취하면 2축 연신 필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 기능성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를 위한 2축연신 텐터기 개발은 포장용 필름에서 부터 에너지 분야
2차전지의 분리막 제조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전 분야를 걸쳐 생산 가능한 최첨단 박막 플라스틱
필름 제조시스템, 부품설계기술 및 공정기술 개발을 포함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염색시스템 개발
▪ 디지털트윈 기술의 지능화 및 플랫폼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전통적 섬유산업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 경쟁력 확보
▪ 개인고객 니즈까지 생산에 반영하여 개도국의 대량생산 기업과 경쟁이 가능하며 장비, 시스템,
운영노하우 까지 함께 묶인 스마트 패키지형 생산시스템 도입 필요
▪ 디지틀 트윈이 접목된 스마트 염색 시스템의 핵심기술은 스마트 염색 시스템 전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술,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물리특성 모델링 등) 기술, 스마트 염색시스템의 모니터링,
빅데이터분석, 기계학습 기술, 물 염색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의 물리적 특성 동기화 및
보정기술임
▪ 복작합고 다양한 공정 조건을 가지는 염색시스템에 실물-모사 시스템인 디지털 트윈기술을 접목하여
소롯트 다품종의 유연 생산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설비의 Zero Energy Factory(ZEF)구현 기술
▪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치가 융복합된 지속가능한 고효율의 모듈기술 개발 필요하며 주력 · 신산업의
신규수요 분야에 대한 ZEF 기술을 구현하고, 이에 대한 대응장비 및 고부가가치 기술 접목
▪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를 이용한 중온용 공정열 (100℃ 이상의 온수 또는 증기)을 공급하는
열원으로 활용하여 염색 가공공정에서 생성되는 배기가스, 폐수에 포함된 폐열을 회수하고
재활용하여 염색 가공 공장의 제로 에너지 구현
▪ 섬유기계산업의 에너지 다소비 제조 기반에 대한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기술 구현 가능하며
텍스타일 매뉴팩처링 제조 기반의 ZEF 기술 실용화 접목을 통한 에너지 신기술 실증화 및 산업
경쟁력 확대에 따른 산업 고부가가치화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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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트렌드
 염색가공기의 주 개발 동향은 환경친화형, 에너지 절약형 및 IT 기반의 자동화 개발로
요약되는데 특히 범용기계 개발, 저온 건조 시스템의 개발 등으로 성역화 및 성 에너지화를
추구하고 있음
 염색기는 소비자의 감성에 맞는 좋은 Touch와 색상의 재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대용량의 염색이 가능하면서 더불어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다품종 소로트 형태의 설비 증감
 염색기는 그 공정의 특징상 다양한 원단(교직물, 편물, 의류용, 비의류용)을 모두 또는 대부분
처리가 가능한 범용적인 기계의 개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제품의 처리를 위해 각 기계의 공정조건을
digital화하여 미세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setting 조건의 저장 능력을 가지는
controller를 사용하는 추세
 환경 친화적 system의 추구로 염색시 염액, 수세시 용수, 가공시 열 등의 순환시스템 장착
 장력조절이 전 공정 중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조절 방식도 완전 자동화 추구
 또한 용수 및 약제 절감을 위하여 compact하게 설비를 배치한 저액비화와 한 단계 더
나아가 용수의 회수, 여과 후 재사용을 하는 시스템과 환경문제의 제약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효소를 도입한 설비도 개발
 후가공기 분야의 경향은 섬유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touch 향상을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한 가지는 건조공정으로 건조공정에서의 물리적 처리조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무장력화와 가열된 공기 흐름을 역학적으로 제어하는 노즐 시스템과 건조기내에서
확보된 원단을 무장력으로 이동시키는 net식 conveyor belt를 채택
 날염기의 개발동향은 현재 기존 날염기의 개선보다는 잉크젯 프린팅의 고성능화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으로 디자인에서부터 날염까지 가능한 장점을 지닌 DTP는 과거 생산성(7~8m2/hr)이
너무 낮아 외면당하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지금은 생산성이 많이 향상
 특히 DTP(Digital Textile Print) 잉크제트 프린터와 CCK(Computer Color Kitchen), 에너지
절약 염색기 개발에 활발한 활동을 보임
 디지털날염（DTP ,digital textile Printing）은 디자인에서부터 날염까지의 전체공정을
컴퓨터로 처리함으로써 까다롭고 복잡한 기존 날염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효율적인 날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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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날염공정 및 디지털날염(DTP) 공정 비교 ]

[ 잉크젯 염색 시스템 개념도 ]

 IoT, 스마트 공정이 접목된 무인생산이 가능한 염색가공 공정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IoT/빅데이터 기반의 무인화, 고속화 기술을 통해 다양한 원단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염색가공 기술과 ICT 기술이 융합된 크로스오버形 염색가공 신공정 개발
 염색가공 시스템의 융합형 IoT 기술을 위한 핵심 부품, 플랫폼 개발을 통한 다양한 염색가공
공정기술 기반 확보
[ 염색가공기 산업 동향 ]
구분

주요내용
•기술개발의 세계화는 선진국 간에서 신흥시장으로 확대추세
•초고속화 및 에너지절약형, 환경친화형으로 발전하여 생산성 향상과 산업용에 적합한 광폭화,
다품종 스롯트화 전략 추진

기술수준

•초저욕비 액류염색기 및 Airflow 염색기 개발, 자동 장력 조절 시스템, IT기술의 원용과 융합화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형과 친환경성으로 지속적으로 진행 중

인프라 환경
시장전망
원재료 수급

초기투자비용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향균성, 약리작용,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으로 천연염색 관심 높음
•경쟁력을 확보한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을 염색기에 접목하여 성장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 갖고 있음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
•독일,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설비투자 지속적 증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공해방지 대책이 필요
•염료, 가공약제 및 화학약품을 이용한 기술 집약적인 산업분야
•산업환경에 대한 생산기반 확보의 뒷받침 필수
•기술집적도가 높은 분야로 연구개발 의지는 강하나, 전문연구인력과 재원 부족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제 경쟁력 강화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출처 : 섬유제조패션산업 전략분야 인력보고서, 201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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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발 동향
▪ 종래의 염색공정에서 생산량과 염색품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면서 친환경과 에너지 개선이라는
화두로 개발방향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음
▪ 5S (Water saving, Time saving, Costs saving, Energy saving, Safety)로 정리
▪ 염색기 분야는 크게 사/포염 염색기와 날염기로 분류한다면, 아시아는 사/포 염색기 분야의 강세,
유럽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DTP, Digital textile printing)의 강세로 요약
▪ 사 염색기와 포 염색기는 욕비 개선에 대해 1:1까지 개발한바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나, 품질
측면에서는 1:3까지 운전
▪

새로운 개발품들은 아이디어와 운용방식에 따라 개선제품 소개하고 있었으며, 설치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설비의 컴펙트화, 원단의 종류에 구애를 받지 않는 설계, 그리고 자동화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염색기 개발

 전통적인 날염기는 최근 수요가 다변화되고 패션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프린터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관련 프린터 기계류들이 급성장
▪ 특히, DTP 중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싱글패스프린터(single pass printer)가 이태리 MS사에서
개발되어 추가적으로 SPGPrints, 코니카 미놀타, 평안 등과 같이 유럽, 일본, 한국의 개발로 점차
그 세력의 확장이 뚜렷
▪ 한국의 평안에서 고 해상도, 고속 싱글패스 프린터를 선보여 각광을 받고 있으며, 멀티패스프린터
또한 고 해상도와 광폭화로 종래 시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중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치가 융복합된 지속가능한 고효율의 모듈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의 섬유제품 생산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섬유기계 개발 진행
▪ 글로벌 섬유기계 강국들은 용수사용량을 줄이며 초고속 생산이 가능한 염색시스템 개발과 에너지,
환경, ICT 기술이 융합된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 핵심모듈 개발에 큰 방향으로 투자
▪ 에너지 절감의 방법도 기존의 폐열 회수장치에서 진일보하여 연소 버너 및 송풍기의 제어와 사종에
따른 공정 조건의 최적화 등으로 개선하고 long-tube 디자인으로 인해 원단의 이동이 우수하고,
관로 내부의 테프론 코팅을 통해 장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스판덱스직물 등 장력에 민감한 원단
이송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 염색기의 대표적인 기업인 Fong’s사의 신 모델인 Air-Flow염색기(ThenLotus)는 “Long - Tube”형으로
1:2의 저욕비와 관로내부의 테프론 코팅을 통해 장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스판덱스직물 등 장력에
민감한 소재용으로 개발되었고, 염색에 필요한 시간도 25%가량 단축시키는 형태로 개선
▪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치가 융복합된 지속가능한 고효율의 모듈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의
섬유제품 생산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섬유기계 개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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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감형 염색가공 시스템 주요기술 ]
①초저욕비 구현 염색기술

염색을 위해 투입되는 용수의 사용량을 최소로 하는 염색기술 기술

②가먼트(제품화) 염색기술

제품염색으로 봉제가 완료된 제품을 염색하는 것을 말하며, 수요자
요구에 빠른 대응이 가능

③염색가공기 폐열회수 및
재활용기술
④신재생에너지 기반
제로에너지 염색가공기술

섬유 염색, 가공기의 배기가스 및 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폐열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기술
미활용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염색 가공 공장의 제로
에너지 구현 기술

 가공기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녹색기술(친환경)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의해 자동화, 모듈화, ICT융합 및 폐기물 저감 등의 기술적인 진보와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이 가공기 기술 전반에 나타남
▪ 염색가공기의 선두업체인 독일 Monforts사는 자사의 열처리 시스템의 배기가스 정화와 폐열회수 시스템의
진보된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성과 생태학적 두 가지 측면에 모두 만족하는 솔루션을 선보임
▪ Monforts사의 Eco Booster HRC 시스템은 건조나 열세팅 공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열교환기 모듈대비 하여 운전 중 자동 세정 기능을 추가하여
유지보수를 위해 시스템을 정지 시킬 필요가 없음

 최근 섬유 가공분야의 또 다른 분야인 탄소복합재 가공시스템은 자동차 차체부품 대량 생산이
가능한 SMC, PCM 등 높은 생산성 확보와 로봇을 이용한 적층기술 및 자동화 기술, NCF를
이용한 복합재 강도 및 강성, 내구성 향상기술 개발 진행
▪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성형 부품 및 생산장비 시스템의 주요 이슈는 CFRP의
높은 가격, 장기 사용 신뢰성 부족, 제품 다양성의 부족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기존 항공용 타깃의 제품에서 자동차용 제품으로 시장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특히 CFRP 성형 부품을 대향 생산하기 위한 HP-RTM, PCM, SMC 등의 다양한 성형 공법과
생산시스템 장비들이 Huntsman, Henkel, Mitsubishi Rayon 등이 선두 기업으로 CFRP 성형
생산장비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복합재의 기지재로 사용되는 탄소섬유 제직물의 주름을 제거한 NCF(Non Crimp Fabric)를
제조하여 강도, 강성 및 내구성 향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혁신 3.0전략」구현을 위해 스마트 공장 고도화의 핵심 원천 기술이
요구되며, 이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방식을 혁신하고 소비자 맞춤형 공정이 가능한 핵심기반기술*을
기계․장비에 융합, 스마트 공장 고도화
▪ 섬유소재별 최적 생산공정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Bespoke)시스템 개발
▪ 산업 및 기술의 융복합으로 통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R&D투자의 확대가 요구되며 특화된 기술의 융복합화를 위한
컨버전스기술의 정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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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싱, 제어 등 제조현장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장비 핵심기술의 국산화율을 제고하여
주력산업의 기초체력 강화
▪ 양적완화와 규제강화 등 선진국의 정책 리스크에 대응
▪ 기계 생태계 조성과 기술기반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리쇼어링(Reshoring)과 섬유기계산업 서비스화

 수요업체-공급업체간 협업
▪ 전방산업인 섬유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어달리기식 지원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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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세계 주요 섬유시장 중 하나인 미국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어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심화,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섬유제품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음
 최근 다소 회복세에 있다고 하나 시장의 성숙도가 워낙 높아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의 섬유류 수출은 2007년 이후 둔화세를 기록. 이는
내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인건비 상승 및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중국 섬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었기 때문
 한편 중국의 소득 증가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중국내 의류 등의 섬유제품 판매는 전년대비 약 25%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중국내 소비자의 니즈는 고부가가치 섬유제품군으로 확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한국, 일본, 북미, 유럽 등지의 섬유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가 상승 중
 염가공기의 경우 유럽선진국의 기업들은 고도의 기능성 감성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
생산단계의 공정별로 최적의 기능을 보유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섬유제품의 생산 기술 동향도 성장시장 흐름에 맞춰져 있으며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자국시장의 효율적 방어와 일류상품수준으로 세계 패션시장 장악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섬유에 기능성을 부여하거나 기술적인 응용을 가미한 제품으로 재배치하고 있고 가능하면
소로트 제품의 차별화된 고급 제품생산에 주력
 글로벌 선진 기업은 ICT 기술을 근간으로 공정제어, 자동화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의
융복합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과 저비용 고속생산 시스템 기술개발로 글로벌 점유율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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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플레이어 동향 ]
기업명
Oerlikon

사업영역 및 주요 내용
•의류용 FDY, POY, staple fiber line 및 산업용 fiber spinning 및 texturing system
개발
•필라멘트, 사가공, tape, 모노필라멘트, 부직포 설비 빛 부품 생산
•산업용섬유, 의류용섬유, 니트, 데님 섬유제품 가공설비 등의 제품군 개발

Monforts

•염색 및 가공기의 제어시스템,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환편기 부분의 세계적 기업

Mayer & Cie

•인력절감을 위한 공정의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설비기술 적용하고 있으며, 경편
분야에서는 3D 시뮬레이터를 접목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에도 적합한 경편기술 개발
•80mpm급 Single Pass type 초고속 잉크젯 프린팅 기술 개발
•섬유염색 뿐만 아니라 paper 프린팅, 스티머, 드라이어 등 다양한 프린팅 솔루션 제공

DJP
•RIM/RTM 등 다양한 산업의 복합재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혼 기어를 적용하여 인접
layer를 연결한 형태의 3차원 braiding system 개발
DORNIER

•세계 최고기술의 섬유 제직기 전문기업으로 최근 탄소섬유 전용 제직기 시판 중
•또한, spread yarn 형태의 탄소섬유를 제직할 수 있는 제직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판
예정에 있음
•첨단섬유, 플라스틱, 복합재료, 의료 및 IT 재료 등 소재 및 헬스케어 제품 개발
•아라미드, 탄소복합체, 수지, 고분자, 헬스케어, 테이프, IT제품들을 통한 정보/전자,
안전/보호, 환경/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보유

 주요 선진국(미국, 유럽 등)들이 주도,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을 위한 기술개발 집중 투자
중이며, 서비스 시장 확대 전망
▪ Fong's(홍콩), THEN(독일), Thies(독일), MCS group(이탈리아), BRAZZOLI(이탈리아)등이 대표적
기업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한 염색 전 과정의 자동화 및 대량 생산과 다품종 소량생산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개발
▪ 스위스의 Benninger사에서는 현재 CPB 염색가공 시스템을 개발해 시판 중에 있으며 CPB용 맹글은
Pick-up 조절이 정확하고 길이 방향에 따른 압력이 균일
▪ 독일 Bruckner에서는 폐열 회수장치를 장착하여 폐열회수 공기를 텐터 챔버에 공급해 재사용 하고
있으며, Babcock, Monfort, Krantz, Bianco 등에서는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장치 및 에너지
절감기능이 접목된 Tenter를 개발
▪ 독일의 Monforts사는 균일한 건조 및 최고의 품질 생산위한 텐터기 신제품을 개발하여
방지 시스템 및 체인의 장시간 사용 윤활시스템 적용하여 친환경시스템을 설치

CO2 연소

▪ UDHE사(독일)가 세계 처음으로 Ciba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초임계 유체 염색용 염료개발과
사염색기를 실용화 단계(50 Kg)까지 진행하였으며, 사염색기 위주로 개발
▪ 초고속형 Single Pass Printer 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 MS(LaRio), 영국 Xennia(Osiris) 의
2곳에서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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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플레이어 동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 절감형 가공시스템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정제어 기술이
접목된 환편기, 다층/다축구조의 pre-preg 장치, 기능성 부직포 장치, 초고속 DTP 시스템 등
고효율, 고속생산이 가능한 섬유 생산･가공 장비 연구개발이 진행 중
[ 국내플레이어 동향 ]

기업명
일성기계공업

사업영역 및 주요 내용
•수세기,정련기,염색기,가공기,사이징기를 비롯한 산업용 건조기, 코팅기, 필름텐터기 등
다양한 제품군과 첨단소재 및 산업지원 생산라인 연구개발 중임
•탄소섬유 복합체 SMC 생산장비 개발 중

이화글로텍

•환경 및 인간공학적 설계로 에너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텐터기,
네트드라이어, 코팅기 등 에너지 절감형 가공시스템 연구개발

금용기계

•Pile loop 길이를 sinker로 전자식 제어하는 컴퓨터 pile 양면편기 개발
•산업용섬유생산을 위한 환편기 개발

프로템

•film coater , 동박 라미네이팅 장치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다축/다층 구조의
열가소성 프리프레그 생산시스템 개발 중임

삼화기계
•니들펀칭기, Cross Lapper, Auto Cutter 등 부직포 제조 기계 제작 기술 보유

평안

•섬유의류, 패션 업종의 침구루 조제 및 유통 사업과 병행하여 single pass type 초고속
DTP 시스템을 연구개발 중이며 최근 시제품을 선보임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부족하지만, 수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성장 잠재력 보유
▪ 일성기계공업, 이화글로텍, 미광기계와 삼일산업에서는 국내 가공기 선두기업 으로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가공설비 개발에 집중
▪ 국내 염색분야인 경우 동아기계, 삼일산업, 에이스기계 등지에 포염색기를 위주로 개발 중이며 평안
에서는 초고속 디지털 날염기를 개발하여 세계시장 진입을 바라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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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쟁업체 종합 ]

공급망 단계

주요 내용

주요 제품/기술

염색가공시스템

사염색/포염색기

날염기/
특수염색기

전처리가공기

후처리가공기
특수가공기

에너지절약기술, 친환경 제조기술, 고기능성 가공기술, ICT융복합 및 자동화 기술

해외 기업

Dilmenler(터키),
Fong's(홍콩), Hisaka
(일본), M.C.S.
(이탈리아), Then
(독일),Loris Bellini
(이탈리아),
Bluemoon(인디아),
Thies(독일),
ATOS(터키), OttoPricken(독일),
Brazzoli(이탈리아)

Zimmer
(오스트리아)
UDHE사(독일)MS(이
탈리아),Xennia(영국)
,Kyocera(일본),
Seiko(일본),
Konica(일본)
Minolta(일본),
Epson(일본),
Mathis(스위스),
bianco(이탈리아)

CIMI
(이탈리아)
Kusters
(독일),Benninger(스
위스),
Monforts(독일)
Bozzetto(이태리)Bia
ncalani(이탈리아)
Goller(독일)Arioli(이
태리)
CIMI(이태리)Benning
er(독일)

국내 기업

삼일산업, 삼일기계,
동아기계,
에이스기계,명성기계,
우양기계,
유영기계,경한,
대일기계, 삼부기계,
승무기계, 유림기계,
삼일엔지니어링,
덕인기계,
대산공업사, 세웅,
우진기계, 일성테크,
한영기계, 태영기계,
세웅

한화종합화학
SK Chemical
삼일산업
대림스타릿, 평안,
평안FA, 디지아이,
신성중공업,
아이디에이치,
디젠, 앞선사람들,
대성정밀공업사,
동남기계, 이미지텍,
창원기계, 한웅기계,
위저드그래픽스,
대양기계

일성기계공업,
삼보엔지니어링,
상지고무롤,
석전산업,
성진인더스트리,
평안기계, 합동기계
텍시마 경원기계,
현대기계,
한성기계공업,
한민기계, 풍광기계,
태광기계제작소,
태경기계, 충무기계,
청진테마,
정일엔지니어링,
명진정공

Brugman(네덜란드),
Scholl
(스위스),
Zimmer(오스트리아)
Bruckner(독일),
Stalam(이탈리아)
Weko(스위스)Autofoa
m(영국)
Santex
group(스위스)
Klieverik(네덜란드),
Navis tube tex(미국),
Mahlo (독일)
미광기계 이화글로텍,
월드에프엘와이
풍광기계제4기한국,
올포시스템
화인기게전자,
효신기계,
희수엔지니어링,
협성기계, 영우실업,
선경기계, 성광기계,
서광기계,
삼진엔지니어링,
동남공업,
대호엔지니어링

* 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전략(염색) 분야 인력 양성방안 보고서, 2017 참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수출장벽으로 작용 ‘유럽 환경단체로부터 시작된
｢유해물질을 함유한 섬유제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섬유류 수출에 지장을 초래
▪ 염색, 가공기의 주 개발 동향은 환경친화형, 에너지 절약형 및 IT 기반의 자동화 개발로 요약되는데
특히 범용기계 개발, 저온 건조 시스템의 개발 등으로 성역화 및 성 에너지화를 추구
▪ 사염색/포염색기, 날염기/특수염색기, 전처리가공기, 후처리가공기, 특수가공기등은 정부주도의 R&D
중․단기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함

363

전략제품 현황분석

 에너지절약기술, 친환경 제조기술, 고기능성 가공기술, ICT융복합 및 자동화 기술 등에 중점 투자
▪ 최근 첨단염색기술의 큰 흐름을 보면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약으로 구분되고 있음. 우선, 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식이 고조되고 규제강도도 높아지면서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 중요성은
인식되었으나, 관련기술의 개발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이어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단축과 폐수의 양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처리와 설비의 개발 등이 추진 중
▪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규제의 적극적 대응방안 필요
[ 염색, 가공기 관련 기술개발 동향 ]
부처

사업명

과제명

과제기간

총연구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전문기
술개발사업

200kg급 초임계 유체 염색설비
및 염색 공정기술 개발

2017~2021

7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융합핵심
기술개발사업

저에너지형 CPB(Cold Pad
Batch) 상온염색 시스템 개발

2014-2016

72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자연계형기술개
발사업

능동제어SW기반 Single Pass
방식의 80m/min급 초고속 DTP
모듈개발

2013~2017

8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전문기
술개발사업

고속형 Multi-pass DTP 국산화
시스템 개발

2017~2021

108억

중소벤처기업부

산연전용기술개발사
업

유무기 하이브리드물질을 이용한
광발열 섬유가공제 제조 및 원단
가공기술 개발

2015-2016

1.9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시스템산업전문
기술개발

연속 공정 기반의 환원염료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저감효율
90%이상의 인공피혁 염색 기술
개발

2016-2018

14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도약기술개발사업

감염색 직물에 패션성 및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화학
복염 기술개발

2017-2018

1.3억원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
발사업

난염성 p-Aramid Filament의
고발색 염색기술 개발

2016-2018

7.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AM연구

천연잉크를 이용한 DTP 전용
프린팅 공정기술 개발

2017-2021

7억원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
발사업

에너지 및 용폐수 400% 저감이
가능한 컨베이어 이송형 초저욕
고압염색기

2017-2019

6억원

* 출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NTIS(국가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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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섬유기계 염색가공기 기술분야는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섬유그룹,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등에서 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선정된 중점 지원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중
[ 염색가공기 기술 분야 주요 연구인력 현황 ]
기관

성명

직급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박대규

본부장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박시우

부장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조경철

팀장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호준

팀장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채효정

선임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도규회

선임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은하

전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심재윤

그룹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남창우

수석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범수

수석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차희철

수석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홍석일

선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재훈

선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우성

선임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신유식

팀장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이인열

수석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이정호

선임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황창순

선임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윤석한

본부장

다이텍연구원

민문홍

팀장

다이텍연구원

홍진표

팀장

다이텍연구원

김선영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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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기술개발 동향
 해외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독일로서 섬유 관련 연구소가 18개 정도 분포되어
있으며, 섬유신소재, 산업용섬유, 기능성 기술, 재활용기술 등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진행
▪ 드레스넨공대 섬유의류기술연구소(TU)에서는 원료 원사부터 섬유제품까지 전 분야에 관한 실험 연구
및 인프라 구축
▪ 뒤스부르그 대학 및 에쎈대학과 연계된 독일 북서지방섬유연구센터에서는 섬유폐수, 염색가공기술,
염료 조제 메커니즘, 섬유고팅 등 다양한 염색가공기술 보유

 미국의 경우 섬유산업의 주요 R&D는 섬유 관련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움이 1992년
공동으로 수립한 NTC(National Textile Center)에서 매년 미국 상무부의 지원을
받아(1,000만 불/년 규모) 산업계에서 향후 필요한 기초 선형개발 과제를 공모하여 수행해
왔음
 아울러, 미국 대학 섬유·의류 관련 학부에서도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여 섬유·의류 관련
R&D를 수행 중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NCSU)의 부직포 연구소 및 섬유기술 연구소, 사우스캐롤라이나
Clemson 대학의 의류연구소(CAR), 조지아텍(GeorgiaTech)의 소재과학공학연구소 등이 있음
▪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유일하게 섬유· 의류학부를 운영하고 있는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의
섬유화이버과학 & 의류디자인학부에서 연구개발 수행 중

 국내 섬유기계 중 염색가공기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등이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ICT섬유의류그룹 섬유소재별 염색가공 시제품 시험 생산 (염색가공 기술센터)
및 공정 개선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시험분석 및 염색가공 불량품에 대한 원인분석, 염색가공
관련 현장실습 교육 및 인력양성, DTP(잉크젯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시험 생산, 염색가공 신기술
및 신제품 기술에 대한 R&D 연구 등을 수행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에서는 저욕비 염색기, 열풍건조노즐, 산업용 건조시스템 등에 대한 기초기술
특허보유 및 에너지 절감형 염색가공 신기술에 대한 R&D등을 수행
▪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친환경염색가공기술 분야에 대해 니트용 에너지절감 상온염색 CPB 기술과
니트용 액체암모니아(LAMP)가공 기술을을 보유를 통하여 친환경 포품질의 니트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 다이텍연구원은 첨단날염기술인 디지털날염(DTP) 시스템에 대한 의류/생활용에 대한 소재의 제품 및
디자인개발 등의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와 염색가공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각종 파일럿 테스트
장비를 구축하고 있음

366

염색, 가공 시스템

인프라

장비구축현황

인력

•염색가공 파일롯 설비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ICT섬유의류그룹

•150*150 패널 제조
기술 보유

•건조기 및 전후처리 가
공설비

석박사 52명

용 섬유생산설비
열교환기

•가공기용 열풍노즐 평
가장비

석박사 29명
포함 총 50명

신제품

R&D 개발 지원
•염색가공 분야 인력
양성 등

•에너지 절감형 건조시
스템 개발

•공인시험기관
•제품개발 지원 및
컨설팅

•저액비 염색시스템 등
염가공기 관련특허 보

장비

유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

•암모니아 가공설비
•니트용 수세 및 CPB

•신기술

발

•사염색기 스핀들 평가

한국섬유소재연
구원

차별화 및 특화분야

특허등록 5건, 출원 4건
•기능성 코팅 설비 개

테스트 장비
한국섬유
기계융합
연구원

•22건의 조명 morkup
제작

•DTP, 코팅기 및 산업

•염가공기용

연구성과

정보분석 및 보급
석박사급 25명
포함 총 49명

염색설비

•니트용 제품 생산지
원

•다양한 염색가공기에대
한 파일롯 플랜트 운

•부품/소재 지원

영
•DTP 설비
다이텍
연구원

•염색가공 파일롯 설비
•복합재료 시제품품 및

석박사급 50명
포함 총 100
명

테스트 장비

•DTP 시제품 생산

•공인시험기관

•염색가공 시제품 생산

•부품/소재 기업 지

가능

원

 정부 지원 프로그램
▪ 산업핵심기술 개발(산업통상자원부)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통해

- 섬유기계 염색가공기는 생산시스템 분야로 분류되 원천기술 및 제품기술 개발사업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제품 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 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 염색 가공기에서 배출되는 폐열, 폐수, 배기가스등에 대한 청정기술 개발사업
▪ 산업엔진 프로젝트 (19대 미래성장동력)
- 우수한 과학기술·ICT․주력 제조산업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종합 육성정책
- 범부처 차원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
- 분야별 기술개발 외에 기술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되기 위해 각종 규제개선, 실증, 세액 공제,
정책 금융, 공공조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
- 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첨단소재가공시스템 등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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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제조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지능형 섬유제조공정기술 개발과 他산업과의 융합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
섬유기업의 혁신역량강화 지원
- (스마트제조 시스템) 국내 섬유제조 기업이 가격, 생산성, 품질 등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스마트제조 시스템 및 공정기술 개발
- (산업융합 섬유제품) 섬유-IT, 섬유-수송 등 산업 간 융합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미래 유망 산업분야의
시장 선점 계기 마련
▪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스마트공장제조핵심) 제조업과 ICT융합을 통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개발
-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핵심기술 국산화, 사람중심 협업공장
및 고도화기술 기반 공장구축을 통해 한국형 첨단스마트공장 모델 구현

 중소기업 대상 시설 및 장비 지원
▪ 중소기업전용연구시설(Rental Lab) 제공(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공동연구수행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연구공간을 제공
- 연구원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근접 지원
- 지원내용은 크게 시설 지원, 장비 지원, 기술 및 공동연구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이 첨단 고가 연구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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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염색, 가공 시스템 기술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
등이 포함됨
요소기술

코드

설명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A

염색을 위해 투입되는 용수의 사용량을 최소로 하는
염색기술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B

염료와 조제를 원단에 가하여 실온에서 일정시간 반응시킨
후 수세하여 염색하는 기술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C

초극세 섬유를 이용한 직물 등 고밀도 직물의 염색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D

압력 및 온도를 낮추면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되었던
염료들이 분리되며, 분리된 염료와 이산화탄소는 다시
염색공정에 순환시킴으로써 재활용하는 기술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E

염료 자동투입 등 IT/디지털이 접목된 무인 자동 염색기술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F

섬유 가공기의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폐열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기술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G

맞춤 주문형 생산 방식의 제품을 생산을 위한 ICT/IoT
기술이 접목된 염색 가공 스마트 팩토리 기술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

H

자외선 조사에 의해 광중합으로 염색되는 고분자 염료를
활용한 염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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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국가별 특허동향
▪ 염색, 가공 시스템 기술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분석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223

2225

377

1509

762

5096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17

6

4

7

3

37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31

6

18

8

3

66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6

7

1

3

15

32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63

77

13

103

45

301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8

15

3

11

20

57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13

26

11

9

20

79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

89

73

32

68

26

288

합계

450

2,435

459

1,718

894

5,062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럽, 일본, 한국 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남
▪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유하고 있음
▪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은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럽, 미국, 일본국적 출원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음
▪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은 전체적으로 관련 특허 출원 실적이 미미함
▪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는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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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E)와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H) 분야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초저욕비(액비)구현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술(A)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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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은 등락을 거듭하긴 하지만 비교적 꾸준히 출원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외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도 한국국적 출원인과 유사하게 2010년경부터 꾸준히 출원이 되고 있음

나. 주요 출원인 분석
◎ 주요 기술별 출원인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

●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

●

주요출원인
•L'OREAL
•Henkel AG & Co. KG
•The
Procter
&
Gamble
Company
•ZEROS LIMITED
•삼광염직
•Tufts University
•Kuraray
•Toray Industries
•AGFA GRAPHICS NV
•대주기계
•DALIAN
POLYTECHNIC
UNIVERSITY
•Empire
Technology
Development
•DyStar Colours Distribution
•The
Procter
&
Gamble
Company
•대림스타릿
•NANTONG TEXTILE & SILK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XEROS LIMITED
•한국생산기술연구원
•Qingdao
Haier
Washing
Machine
•Whirlpool
•LG전자
•Teijin
•Invista technology
•The
Procter
&
Gamble
Company

국내 특허동향
•연구기관 및 대기업 중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코오롱인더
스트리 등
•공공연구기관 중심(출원미미)
•한국섬유소재연구소 등
•기업 중심
•관련 국내 특허 미미

•기업 중심
•대주기계,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기업 중심
•대린스타릿, 코오롱글로텍 등

•공공연구기관 중심(출원미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대기업 중심(출원
미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LG전자 등
•대학, 대기업 중심
•금오공과대학, 소포스, 코오롱글
로텍 등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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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분야는 L'OREAL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Henkel AG & Co. KG과 미국의 The Procter & Gamble Company 순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 분야는 ZEROS LIMITED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삼광염직, Tufts University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분야는 Kuraray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Toray
Industries, AGFA GRAPHICS NV 등이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분야는 대주기계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DALIAN POLYTECHNIC UNIVERSITY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분야는 DyStar Colours Distribution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he Procter & Gamble Company, 대림스타릿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분야는 ANTONG TEXTILE & SILK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XEROS LIMITED,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분야는 Qingdao Haier Washing Machine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Whirlpool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함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 분야는 Teijin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Invista technology, The Procter & Gamble Company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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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한국은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고밀도 직물 염색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등 대부분의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등의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고밀도
직물 염색 기술분야 등에서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유럽은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등의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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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1을 상회하는 국가로는 미국 외에 한국, 중국이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 특허 보유국은 미국임
▪ 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한 시장력에 있어서 미국은 질적 수준도 높고 시장성도 높은 국가 쪽으로
조사됨
▪ 한국은 시장력 면에서 평균보다 약간 높으며, 질적 수준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은 질적 수준은 다소 낮지만 시장성은 평균 수준의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미국

2435

1.160575

2.047534

독일

703

1.056899

0.517949

일본

459

1.054466

0.488

한국

450

1.128889

1.805556

프랑스

412

1

1.468571

스위스

253

1.142292

0.385542

전체평균

93.1

1.1

1.5

◎ 염색, 가공 시스템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염색, 가공 시스템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이, 공백기술은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로 나타남
▪ 염색, 가공 시스템 기술 분야에서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공백기술 분야로 나타남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

●

※ ●: 50건 이상, ◕: 30~49건, ◓: 20~29건, ◔: 10~19건, ◯: 1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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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요소기술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적외선 염색기 기술
•면니트의 형태안정성 향상 가공방법 등
•인공피혁 및 이의 제조방법 등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섬유 지지틀체를 포함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염색 시험용기 등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염색 시험용 염료의 모액 및 조액 공정 자동화 장치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

•폴리프로필렌의 친환경저온염색가공법
•진탕염색기 등
•광그라프트 개질을 포함한 UV-LED 조사 광그라프트 염색방법 등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을, 공공연구기관은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에서는 적외선 염색기 기술 등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개발 되고 있음
▪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분야는 면니트의 형태안정성 향상 가공방법 등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섬유소재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에서는 인공피혁 및 이의 제조방법 등에 대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특허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에서는 섬유 지지틀체를 포함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염색 시험용기
등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분야는 염색 시험용 염료의 모액 및 조액 공정 자동화 장치 등이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에서는 폴리프로필렌의 친환경저온염색가공법 등이 공공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출원은 미미함
▪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분야는 진탕염색기 등이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되고 있으나 출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에서는 광그라프트 개질을 포함한
UV-LED 조사 광그라프트 염색방법 등이 대학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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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염색, 가공 시스템 기술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이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는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로 나타남
▪ 염색, 가공 시스템 산업은 원부자재가 상승 등 생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환경 기술규제
강화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섬유산업 시장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으며, 특히 산업용 섬유는
자동차, 에너지, 의료, 건축, 토목 등 전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섬유산업에서 염색가공은 의류생활용과 산업용에 관계없이 제품의 상품가치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공정이지만, 인건비 의존도가 높고 대량의 물과 화학염료가 사용됨에 따라 폐수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공해산업으로 인식됨
▪ 이에 물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고부가 공정기술로의 전환이 중요하며, 디지털날염과
초임계유체 염색기술 등 비수계 첨단기술의 상용화와 경제성 확보가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
▪ 향후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보다는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등에 집중하여 연구개발하고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등의 기술분야 에서는 기술 매입이나 라이센싱 등을 통해
부족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77

전략제품 현황분석

5.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염색, 가공 시스템 분야 요소기술 도출 ]
요소기술

출처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잉크젯 염색기(디지털 날염기) 및 염색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상온/대기압 플라즈마 가공 및 전처리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 접목된 스마트 염색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ICT, IoT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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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가먼트(제품화) 염색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법이 접목된 염색가공 공정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니트류 저장력 텐터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2축연신 필름 텐터 시스템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멀티코터방식 연속형 코팅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열효율을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건조시스템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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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 선정
▪ 기술개발시급성(10), 기술개발파급성(10), 단기개발가능성(10), 중소기업 적합성(10)을 고려하여 평가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

•특허/논문 분석

→
•품목별 전문가 요소기술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분류 조정·재정의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전문가 추천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평가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대상

요소기술

선정평가

핵심요소기술 도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염색, 가공 시스템 분야 핵심기술 ]
분류

핵심기술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염색기 기술

개요
염색을 위해 투입되는 용수의 사용량을 최소로 하는 염색기술

염료와 조제를 원단에 가하여 실온에서 일정시간 반응시킨 후
수세하여 염색하는 기술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

자외선 조사에 의해 광중합으로 염색되는 고분자 염료를
염색기술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압력 및 온도를 낮추면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되었던
염료들이 분리되며, 분리된 염료와 이산화탄소는 다시 염색공정에
순환시킴으로써 재활용하는 기술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초극세 섬유를 이용한 직물 등 고밀도 직물의 염색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섬유 가공기의
재활용하는 기술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폐열을

활용한

회수하고,

가공기 기술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맞춤 주문형 생산 방식의 제품을 생산을 위한 ICT/IoT
접목된 염색 가공 스마트 팩토리 기술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염료 자동투입 등 IT/디지털이 접목된 무인 자동 염색기술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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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염색, 가공 시스템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낮고 국내 시장 성장률이 4%로 세계 시장
성장률인 4%와 같은 수치를 보임
 최고기술 보유국은 일본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일본 대비 92%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중이며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로 조사됨, 중소기업은 일본에 비해 평균 약 2.5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450건의 출원량을 보이며 특허 피인용지수는 1.8로 최대 피인용지수를
보인 미국(2.05) 대비 많은 차이는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 특허의 질과 경쟁력은 미국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피인용률인 1.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380

염색, 가공 시스템

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염색 가공 시스템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염색, 가공
시스템

염색 가공기 기술의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초저육비(액비)구현
기술
초입계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연속 CPB(Cold
Pad
Batch)염색기술
자외선 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기술

저액비 및 기능성 염색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고부가가치 친환경
염색기술 구현

고밀도 직물
염색가공 기술
폐열회수 및
재활용 기술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 공장 기술

폐열회수 및 ICT, IoT
기반의 고기능성 스마트
가공기술 구현

IoT 기분 디지털
염색 자동화(AI)기술

381

전략제품 현황분석

※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초저욕비(액비)구현 기술

9

9

8

9

34

선정

연속 CPB(Cold Pad
Batch) 염색기술

8

8

9

9

35

선정

고밀도 직물 염색기술

8

9

9

9

35

선정

잉크젯 염색기(디지털
날염기) 및 염색 기술

9

9

7

7

32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염색기술

9

8

9

9

35

선정

IoT기반 디지털염색 자동화
기술

9

9

9

9

36

선정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9

9

8

9

35

선정

8

8

8

8

31

7

7

8

8

31

10

10

8

8

35

가먼트(제품화) 염색 기술

8

8

8

8

33

자외선(UV) 중합형
광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상온염색 기술

9

9

8

9

35

폐열 회수 및 재활용 기술

9

9

8

8

34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법이
접목된 염색가공 공정 기술

8

8

9

9

35

니트류 저장력 텐터 기술

8

8

8

9

32

2축연신 필름 텐터 시스템 기술

8

8

8

8

32

멀티코터방식 연속형 코팅 기술

8

8

8

8

32

친환경 암모니아 가공 기술

8

8

7

8

31

상온/대기압 플라즈마 가공
및 전처리기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 접목된 스마트
염색 기술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열효율을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건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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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성

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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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선정

(중복, ICT, IoT
기반 지능형
염색가공
스마트공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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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 준비 시스템

제직 준비 시스템
정의 및 범위
▪ 준비기란 방사공정을 통해 이루어진 장·단섬유 화섬사와 방적과정을 통해 형성된 천연 및
혼방사들이 제직공정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의미하며, 권사기, 연사기, 가호기,
정경기, 연경기, 통경기, 주변기기 등을 포함함
▪ 준비기 기술 분야는 초정밀 와인딩 제어기술 및 스핀들 고속안정화 및 속도 동기화기술, 스퀴징롤러
균압제어기술, 권취패턴 및 제어기술과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 고속화 메커니즘 기술,
접촉압력 및 마찰 최소화 기술, 자동이음장치기술, 보빈 자동이송 및 교환 장치 설계기술, 가호 정경
기술 등
전략 제품 관련 동향
시장 현황 및 전망

제품 산업 특징
•섬유기계산업은 최근 고속화, 고기능성이 요구되며,

•(세계) 제직 준비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2023년 약
2,773 백만 달러로 전망

자동제어 기능과 공정간 연속성이 강조되는 연구개발이
필요함

•(국내) 제직 준비기 시장은 2017년 약 4,213억 원에서 •제품의 수명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제품의 교환
2023년 약 6,125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주기에 비해 신기술의 개발속도가 대체적으로 느린
편이나 제품의 개발 난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음

정책 동향

기술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을 통해 •생산시 소요되는 소비 에너지 감소, 생산량 증가,
생산효율 향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기술
2020년까지 총 2,154억 원을 R&D에 집중 지원하여
기술역량

확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해

’18~’25년간 2.5조 원 규모의 시장창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제조업혁신

개발 진행 중
•높은 생산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제품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

전략의 일환으로 섬유산업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이
접목하여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주요 이슈로 업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성능향상을
전략을 발표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

핵심 플레이어

핵심기술
•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해외)

RIETER,

MARZOLI,

SAVIO,

MURATEC,

Oerlikon, Schlahorst, MT Machinery,Aiki Riotech
•(중소기업)

일진에이테크,

유성이엔지,

대건기계, 대원기계공업, 욱일기계

대원기계공업,

•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 R&D 투자 확대, ICT 기술 접목 등의 기술개발을 통한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감소 노력 필요
➜ 기술선진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으나 중국 업체들의 추격으로 가격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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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직물을 제직하기 위해서는 제직에 필요한 경사나 위사를 제직하는데 알맞은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제직 준비 공정은 제직에 필요한 경사나 위사를 준비하기 위한 공정이며, 제직
준비 공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섬유기계를 일괄하여 제직 준비 기계라고 함
 직물은 사용하는 실의 종류, 직물의 조직, 무늬의 유무 및 생산조건에 따라 수없이 많은
종류가 존재함. 제작하는 직물에 따라 제직에 필요한 실의 종류나 실의 전처리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제직준비기계도 달라짐. 또한 제직공장에 공급되는 실의 종류나 꾸러미(package)
상태에 따라서 준비공정 내용이나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가 달라짐. 또한 동일 품목의
대량생산과,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냐 에 따라 필요한 제직준비기의 사양이 달라짐
 제직준비공정은 경사준비에 필요한 공정과 위사준비에 필요한 공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위사 준비 공정은 경사 공정에 비하여 단순하며, 공급된 위사용 원사를 씨실꾸리에 감아주는
공정으로 북직기를 사용할 때 필요함. 셔틀리스(shutt leless)직기를 사용하는 경우 씨실꾸리
실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정이 필요 없음. 경사 준비 공정은 위사에 비하여
다소 복잡하고 생산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임. 일반적인 경사 준비공정은
권사(winding), 정경(warping), 경사가호(warp sizing), 통경(drawing-in)의 순서로 진행함
 준비기란 방사공정을 통해 이루어진 장·단섬유 화섬사와 방적과정을 통해 형성된 천연 및
혼방사들이 제직공정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의미하며, 경사 및 위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권사기, 연사기, 가호기, 정경기, 연경기, 통경기, 주변기기 등을 포함
 준비기 기술 분야는 크게 섬유공정 준비, 공정 제어기술과 장치기술로 나뉨. 이들 기술들의
요소기술로는 초정밀 와인딩 제어기술, 스핀들 고속안정화 및 속도 동기화기술, 스퀴징 롤러
균압 제어기술, 권취패턴 및 권취 제어기술,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 고속화 기술,
접촉압력 및 마찰 최소화 기술, 자동 이음 장치기술, 보빈 자동이송 및 교환 장치 설계기술,
가호 정경 기술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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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세계 섬유기계 시장은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제품군 유지를
위하여 비핵심 부분의 개도국 이전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의 생산
집중화로 인한 과잉 제조 및 저가 판매에 따른 경쟁이 심화
 에너지 가격의 급등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환경규제 심화 및 고급 기능의 강화를 통한 해외
기술 선진사의 기술개발 강화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세계 메이저 제조사들은 에너지
절약기술, 멀티시스템 기술, 복합기술 등의 핵심기술과 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 등에 모든
역량을 치중하고 있는 실정
 또한 최근 섬유기계산업의 환경 규제 대응이 ‘제품 설계↔생산↔작동↔재활용․폐기‘ 과정을
포함하는 제품․산업 전주기 상의 지속가능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세계적으로
LCM(Life Cycle Management), 녹색변환을 추진
 친환경 저전력 녹색 기술 개발 추진에 따라 Green 에너지 기술, 저전력, 고효율 기술 개발
등 지구 온난화, 탄소배출감소 규제, 위험 물질 저감․제거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저감 기술 개발 필요
 그러나 국내 섬유기계산업의 기술수준은 조립, 생산기술 분야의 경우 해외 선진사와 비교시
유사한 수준으로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핵심요소 부품 설계에 관련된
원천기술의 취약 및 고급 설계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여전히 선진사 제품을 벤치마킹하는
기술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
 저가형 제품 시장의 경우 중국제품 대비 품질 및 기능부분에서는 우수하나 가격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따라서 제직준비기를 포함한 섬유기계산업은 창조형 H/W와 감성적 S/W가 융복합되는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융합형 섬유기계 연구개발 및 생산기반 구축이 현시점에서
중요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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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및 분류
(1) 기술별 분류
 제직준비공정은 위사준비에 필요한 공정과 경사준비에 필요한 공정으로 대별할 수 있음.
따라서 제직 준비분야에서의 기술개발 동향을 보면 직기를 비롯하여 그 밖의 섬유공업
생산설비의 일반적 기술발전 방향과 마찬가지로 자동화, 성력화, Large Package화 및 고속화
등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음. 직기에 있어서는 혁신직기가 실용화되어
평균 위입속도는 1,200m/min에 이르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따라서 더욱 고속화가 달성되어
생산성의 고도화와 품질의 균일성 및 우수성이 입증됨에 따라서 이의 도입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직 준비설비 및 기술의 개발동향은 직기의 고속화에 부응할 수 있는
설비의 개발과 기술개발 방향에서 진행 중
▪ 경사와 위사에 따라 구분되는 제직준비 공정도는 아래와 같음
[ 제직준비 공정도 ]

* 출처 : TEXEYE, 홈페이지 제직준비 공정 설명 제공

 권사기(winding M/C)
▪ 실 상태의 재료 또는 섬유 및 실의 시트상태 집합체를 감아주는 기계를 통틀어서 권사기(winding
M/C)라고 함. 이 권사기는 작업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으며 직기빔에 감는 경사의 길이는
작업능률을 고려할 때 길면 길수록 좋음. 대량생산을 하는 면직물이나 필라멘트 직물의 경우 길이는
최근에 빔 플랜지(Beam flange)의 대형화로 수천 미터까지 감을 수가 있음. 권사기는 자동화와
고속화가 크게 진전되어서 과거의 RTW(Rotary traverse winder), QTW(Quick traverse
winder)에서 부터 완전자동 권사기로까지 발전
▪ 권사기계는 크게 마찰 구동방식과 직접 구동방식이 있음. 전자는 실의 감기는 속도는 일정하나 감길
때 마찰을 받기 때문에 실이 손상되기 쉬우며 주로 방적사용으로 많이 사용됨. 후자는 스핀들
회전에 의해 직접 구동되기 때문에 실은 손상을 잘 받지 않으나 실이 감김에 따라 실 층이 점차 크게
되므로 스핀들 회전속도를 점차 감속하지 않으면 실의 감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어 장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회전속도 제어장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이것은 주로 필라멘트사에 많이 사용
▪ 권사공정에서 주요기술은 초정밀 와인딩 제어기술, 속도 동기화 기술, 권취 패턴 및 제어기술,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고속화 기술, 자동이음장치 기술, 보빈 자동이송 및 교환 장치
설계기술 등이 주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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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더의 특징비교 ]

마찰구동형

직접구동형

일반명칭

권취방법

권취모양

실의속도(m/분)

QT와인더

롤과 슬릿가이드

치즈, 콘

100∼300

RT와인더

홈이 있는 드럼

치즈, 콘, 인크리스드콘

300∼1,000

자동와인더

홈이있는 드럼

치즈, 콘, 인크리스드콘

600∼1,200

프리시젼와인더

수평스핀들과 슬릿가이드

치즈, 콘, 파인애플콘

100∼800

보틀와인더

슬릿가이드

보틀 콘

100∼300

로켓보빈

400∼1,200

로켓와인드

 연사기(Twisting M/C)
▪ 실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집속성을 향상시켜서 후공정 특히 제직공정에서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적사의 기본연에 다시 꼬임을 주는 것과 합성섬유의 필라멘트사에 꼬임을 주는 기계를
통틀어 연사기(撚擡機, Twisting M.C)라고 함
▪ 연사방식을 분류하여 보면 업 트위스터(Up-twister)방식, 다운 트위스터(Down -twister)방식, 더블
트위스터(Double-twister)방식 등이 있으며 이들 방식에 따라 연사기를 나눔
▪ 연사기에서의 주요기술은 라지 패키지화 기술, 스핀들 고속안정화 기술, 속도 동기화 기술,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고속화메커니즘기술, 시스템 진동 최소화 기술, 자동이음장치 기술, 보빈
자동이송 및 교환장치 설계기술 등
[ 여러 가지 연사방식에 의한 연사기 분류 ]

* 출처 : Textopia 기초 이론 설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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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기(Warping M/C)
▪ 경사를 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한 올 한 올의 경사를 평행하게 배열시키고 장력을 일정하게
하여 경사빔에 실을 감아주는 기계
▪ 빔 정경기에는 빔을 드럼의 마찰에 의해서 구동시키는 방식과 빔을 직접 구동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전자를 드럼정경기, 후자를 논드럼(Non drum)정경기라 함
▪ 부분정경기(Sectional warping M/C)란 경사무늬 직물이나 트리코트 정경에 많이 쓰이는데 한 무늬
경사수를 한 단위로 하여 원통형의 드럼에 순차적으로 한 단위씩 감는 것
▪ 정경기에서의 주요기술은 속도 동기화 기술,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 · 고속화 기술, 접촉
압력 및 마찰 최소화 기술, 자동이음장치 기술 등

 가호기(Sizing M/C)
▪ 가호공정은 실에 풀을 먹이는 공정으로 "가호가 잘되면 절반은 제직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있음. 가호가 잘되고 못되는 정도에 따라서 제직효율과 직물의 품질을 크게 좌우
▪ 제직할 때 경사는 직기의 운동에 의하여 심하게 마찰이나 장력을 받는데 경사가 이런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실에 풀을 먹여주는 기계로서 제직을 용이하게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높이는
목적
▪ 가호는 경사에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진 필름 형성제(形成濟)를 처리하여 그것들이 제직공정 중에
받게 되는 인장응력, 굽힘응력 및 마모응력에 견딜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코팅공정임. 최근 제직기술
분야에서 생산의 합리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많은 연구 성과가 얻어지고 있음
▪ 가호기에서의 주요기술은 호제 및 호부착량 자동화 기술, 속도 동기화 기술, 스퀴징 롤러
균압제어기술,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고속화메커니즘기술, 접촉 압력 및 마찰 최소화 기술,
시스템 진동 최소화 기술, 자동이음장치 기술, 가호 정경 기술 등

 통경기
▪ 가호공정 또는 정경공정을 거쳐서 경사빔에 감겨진 경사를 한 올씩 끌어내어 드롭퍼, 종광, 바디
등에 통경도구를 사용하여 경사를 꿰어주는 기계
▪ 통경기에서의 주요기술은 속도 동기화 기술,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고속화 기술, 접촉 압력
및 마찰 최소화 기술, 시스템 진동 최소화 기술, 자동이음장치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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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기 분류 관점의 범위 ]
대분야

중분야

세부 제품
•QT와인더, RT와인더, 자동와인더, 프리시젼 와인더, 행크 와인더

권사기

•초정밀 와인딩 제어기술, 속도 동기화 기술, 권취 패턴 및 제어기술,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고속화 메커니즘기술, 자동이음장치 기술, 보빈 자동이송 및
교환장치 설계기술 등
•더블 트위스트, 이태리연사기, 업트위스터, 습식 연사기, 커버링머신, 링연사기,
합연기, 의장연사기, 복합연사기

연사기

•라지 패키지화 기술, 스핀들 고속안정화 기술, 속도 동기화 기술,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고속화메커니즘기술,

시스템

진동

최소화

기술,

자동이음장치 기술, 보빈 자동이송 및 교환장치 설계기술
•빔 정경기(드럼 정경기, 논드럼 정경기), 부분 정경기, 특수 정경기
준비기

정경기

•속도 동기화 기술,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고속화메커니즘기술, 접촉 압력
및 마찰 최소화 기술, 자동이음장치 기술

•Cylinder 건조식(Total식, Sectional 식), Hot air 건조식(Total식, Sectional식)
가호기

•호제 및 호부착량 자동화 기술, 속도 동기화 기술, 스퀴징 롤러 균압제어기술,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고속화메커니즘기술, 접촉 압력 및 마찰 최소화
기술, 시스템 진동 최소화 기술, 자동이음장치 기술, 가호 정경 기술

•자동통경기
통경기

•속도 동기화 기술,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고속화메커니즘기술, 접촉 압력
및 마찰 최소화 기술, 시스템 진동 최소화 기술, 자동이음장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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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 및 용도별 분류
 전방 및 후방 사업 모두 산업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섬유 산업의 경우 고급 소재 및 산업용
소재 개발을 통하여 적용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
[ 제직준비기 중심의 연관 산업 구조 ]
후방산업

제직준비기

전방산업

소재산업, 전자산업, 전력 변환 및
저장 기술산업, 모니터링 시스템
산업, 통신네트워크산업

권사기, 연사기, 가호기, 정경기,
연경기, 통경기, 주변기기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건축산업,
의료산업,

 전방산업은 섬유산업을 기본으로 의료산업, 산업용 섬유를 활용하는 자동차산업 및 건축 산업
등이 존재하며 적용 분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
 후방산업은 소재산업, 전자산업, 전력 변환 및 저장 기술산업, 모니터링 시스템 산업, 통신
네트워크 산업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제직준비기 시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인 섬유산업의 부침에 민감하며 주문생산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 섬유기계 시장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여 안정적인 생산라인 가동에 위험이 존재함
▪ 섬유산업의 한국 내수 시장은 정체되어 있으나, 최근 중국, 인도 등에서 섬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수요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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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및 시장 분석
가. 산업 분석
 섬유기계 산업은 자본집약형, 수출 지향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후방 연계발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으로 수요산업인 섬유산업 및 자동차 부품 및 IT 관련 산업과
Techno-Convergence Hub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융합형 산업
 기존 섬유기계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성능은 기계의 안정성과 내구성이었으나 최근 기존
성능에 추가적으로 고속화 고기능성 요구되며, 자동제어 기능과 공정간 연속성이 강조되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임. 제품의 수명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제품의 교환 주기에
비해 신기술의 개발속도가 대체적으로 느린 편이나 제품의 개발 난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음
 부품과 소재의 성능이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섬유 및 타 산업과 병행 발전하여야
하므로 기술력 확보가 장기간 소요되며 설비투자와 기반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산업임. 특히
사용자 주문생산 방식으로 인한 특수 설비의 경우 사용자와 생산자가 긴밀한 기술교류 및
산업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국내 섬유기계는 생산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저가 부문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고성능 제품의 경우 유럽 선진 기업 제품의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에 대체하기 위하여 기술력 향상과 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스마트 섬유기계의 주된 수요처가 과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중국, 인도 및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전 세계 물량의 76%) 아시아지역 공략을 위한 전략적 제휴가 꾸준히
진행 중 발전 방향 또한 앞으로는 일반 의류용 섬유보다는 산업용 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특화된 소량생산용 기계의 개발로 전환 중
 국내 섬유기계 기술수준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75% 수준에 불과
▪ 생산기술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90%이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설계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등 선진·고도화된 기술수준은 열세
▪ 기술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본구조설계, 자동화설계, 정밀 부품 및 소재 등의 기술은 선진국의
50∼60% 수준에 불과
▪ 정밀 부품 및 소재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섬유기계업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 산업용 섬유기계의 기술 경쟁력은 의류용 섬유기계 기술 경쟁력 대비 취약하여 독일의 70% 수준

 자동차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탄소복합재를 비롯한 새로운 소재의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의 환경규제와 더불어 신소재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IT 기술, 전기 전자 산업은 국내 보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반 기술력은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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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산업분야는 최대 수요국이자 경쟁국인 인도나 중국에 비하여 우위에 있으나 기술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여 취약함
▪ 산업용 신소재 및 관련설비 개발은 미국, 일본, 독일이 주도하고 있음.
▪ 핵심소재 부품에 대한 국내 수급이 어려워 핵심모듈 부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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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분석
(1) 세계시장
 한국 섬유기계산업의 주력 수출 시장은 아시아 시장으로 한국 섬유기계 산업은 원가절감
방식의 중저가 모델을 위주로 기계를 개발하고 있음 섬유기계산업은 일반기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나, 섬유기계 생산액의 비중에 비해 수출입 금액의 비중이 큰
수출입 의존 산업임
▪ 향후, 일반 의류용 섬유기계의 내수는 개체 설비 및 차별화한 혁신 설비로 대체되고 설비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나, 고기능, 친환경 하이테크섬유소재 제품의 증가로 인해 산업용 섬유기계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산업용섬유기계 수출 시장은 향후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위주로 형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섬유기계는 높은 기술력
수요․공급국이 양분

축적이

필요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타산업과

달리

▪ 주요 수출국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80% 차지하며 주요 수입국은 섬유산업을 특화
성장하려는 중국, 동남아, 인도 등 아시아 집중(76%)되어 있음
▪ 이는 중국 섬유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어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등 저임금 국가의 약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따라서 중국 또한 수출 시장 공략보다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소비
시장 공력 가속화

 시장 확보와 경쟁력 체질 강화를 위해 전략적 M&A, 생산기지, 부품 공급망 및 딜러망 확충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화 추진
 세계 산업동향 분석(Global Industry Analysts)에 의하면 Non-woven 소모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 전망
 글로벌 재직 준비기 시장의 경우 2023년 까지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2,773백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세계 제직 준비기 시장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합계

2,116

2,213

2,300

2,395

2,515

2,640

2,773

5.0

* 출처 : Textile Machinery: A 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 Technavio, 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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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국내 준비기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4,213억 원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6.0%로
국내 시장의 성장을 유지하여 2023년에는 6,125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섬유기계산업은 일반기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나, 섬유기계 생산액의 비중에
비해 수출입 금액의 비중이 큰 수출입 의존 산업
 향후, 일반 의류용 섬유기계의 내수는 개체설비 및 차별화한 혁신설비로 대체되고 설비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나, 고기능, 친환경 하이테크섬유소재 제품의 증가로 인해 산업용
섬유기계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
 국내 산업용 섬유기계 수출시장은 향후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위주로 형성 가능
[ 국내 제직 준비기 시장 ]
(단위 :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23

CAGR

합계

4,213

4,566

4,830

5,143

5,452

5,779

6,125

6.0

* 출처 : Textile Machinery: A 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 Technavio, 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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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개발 동향
가. 기술개발 이슈
◎ 섬유기계 생산시스템과 ICT 기술의 컨버전스화 요구 증대
 ICT 기술 융합의 컨퍼전스화 요구 증대
 섬유기계는 최근 ICT 기술 접목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유연 생산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기존설비의 개질 및 가공을 통한 새로운 감성위주의 생산시스템으로 전환
 기존 기술에서 ICT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이 시장 형성과 상호 융합을
통해 첨단화가 해외 선진사를 중심으로 전개됨
 소형화, 자동화되어 Micro-Smart-Factory등 새로운 유형의 제조 공정과, 인공지능, ICT 기술
등과 결합되어 무인 원격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


해외 선진사를 중심으로 자사 설비의 운전효율, 생산 조건, 설비 문제, 생산된 제품의 품질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함

◎ 고효율 설비의 요구 증가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필요
 환경문제 증가와 더불어 세계 에너지 가격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중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
 특히 선진국 시장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규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제직준비기를
포함한 섬유기계 관련 메이커에서 설비의 성능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산시 소비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최근의 환경 규제 대응은 ‘제품 설계↔생산↔작동↔재활용․폐기’ 과정을 포함하는 제품․산업
전주기 상의 지속가능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세계적으로 LCM(Life Cycle
Management), 녹색변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CO2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
제품의 시장 점유율 및 기술 개발 투자확대가 예상
 친환경 저전력 녹색 기술 개발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 탄소배출감소 규제, 위험 물질
저감․제거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 기술 개발이 필요
 에너지 저소비 기술은 초기 생산에 소요되는 유틸리티(전기, 물 등)비용 감소에서 설비의
공간, 설비의 초기 실걸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제품 정비 시간 감소 등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설비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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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계산업의 고급화된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섬유기계의 매출에서 제품의 유지·보수, 부품 교체 등의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중국 및 인도시장의 급속한 확대로 늘어난 설비 수요는 완제품 판매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
설비의 재활용 빈도도 증가 하여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부품 교체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생산 환경 니즈 증가
 개인의 건강과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 및 기업의 복지
개선 추세 시현
▪ UNEP(유엔환경계획) 위원회는 1989년 청정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청정생산 응용의 이익으로 제시
▪ 각 기업별 산업안전보건의 패러다임 또한 인적자원과 지식자본의 중요성을 반영한 단순 ‘직업병’에서
‘건강에 대한 투자와 기업 가치 창출’을 동일시하는 건강 경영적 접근으로 진화

 섬유기계는 연속 공정의 특성상 회전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 발생시
작업자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됨. 기존의 설비는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수준의 소극적인
안전설비가 주를 이룬 반면 최근 각종 센서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짐.
 인문학에 기반을 둔 감성설계를 통해 고객의 잠재 니즈를 파악하는 신제품 아이디어의 근원이
되고 기업에게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과 비즈니스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파악
 섬유기계 분야 또한 기존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뿐 아니라, 단순 기능의 강화에서 더
나아가 감성 측면 강화를 통한 시장 침투 가속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
 감성 설계 니즈 대두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구나 기계시스템을 사용하는 작업자의 특성
작업자의 동선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
 감성 설계를 통해 작업자의 감성을 살리고,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작업전달
오해 등)를 사전에 예방하여 Error rate 감소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다품종 소량 생산 수요 증대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글로벌 시장 경쟁 강화로, 제조업에서 다품종 제품을 짧은 납기 내에
제조하는 생산 환경의 구축이 필요.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RMS(Reconfigurable Manufacturing System),
AMS(Agile Manufacturing System) 등이 주목 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 중

 부품․모듈 메이커의 경우, 다양한 수요 기업의 생산 요구에 대응하여 생산설비·공정의 유연성 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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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계 분야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설비의 범용화를 위해 개별적인 자동화 개념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통합 자동화 개념으로의 변화를 추구

◎ 기술개발트렌드
 (방사) 합성 섬유 제조용 방사 공정의 경우 생산 효율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생산 효율
증가는 생산시 소요되는 소비 에너지 감소, 생산량 증가, 생산효율 향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 진행 중
▪ Oerlikon Barmag는 POY, DTY, FDY와 IDY 필라멘트 방적 및 텍스처링 등 모노필라멘트 제조와
관련된 설비를 소개하였는데, 지속가능한 제품생산의 방향으로 자사의 ‘e-save’ 정책에 맞춰 제품 개발
및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음
▪ Oerlikon Barmag는 장비의 연구개발과 동시에 smart factory를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제직 준비
공정 전반의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 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
▪ TMT는 생산시 소요되는 에너지 절감과 생산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Manta II설비를 FDY에서 산업용
섬유 생산 설비까지 확대하여 적용

 (개섬, 정섬 및 혼방) 혼타 공정의 개선 방향은 원치 않는 섬유 손실과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작업 효율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각 업체에서는 모든 시스템에서 보다 정확하게
불순물을 검출하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미지 처리 기법과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
▪ Trützschler에서는 WasteControl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구성요소를 최적화하여 사용
▪ Trützschler의 T-Scan TS-T5는 어두운 색깔의 섬유를 감지하는 F 모듈을 적용한 G 센서를 추가함.
또한, 에너지 사용이 매우 적은 1072 LED 조명을 적용
▪ 이탈리아의 Loptex S.R.L.에서는 피에조 타입의 방출기 및 검출기를 사용하여 24색의 카메라를 음파
기술에 결합한 ‘Optosonar’ 시스템을 선보임. 음파 시스템은 폴리프로필렌 및 플라스틱 가공면과
동일한 컬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광 플라스틱에 숨겨진 오염을 검출하며, 광학 시스템으로는 유색과
무색의 오염물질을 감지하여 이를 제거

 (소면) 소면기 제조업체의 이슈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큰 개섬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높은 생산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제품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
▪ 이탈리아의 Marzoli에서는 C701 모델이 약 250kg/h, Rieter의 C70 모델은 약 280kg/h,
Trützschler의 TC 15 모델에서는 260kg/h의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Rieter는 고품질의 카드 웹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된 그라인딩 시스템(IGS)을 제공하여 카드 와이어의
수명을 향상
▪ Rieter는 소면, 정소면, 방적 공정 전반에 이르는 설비를 통합 관리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상용화
▪ Trützschler에서는 T-CON 소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최적 설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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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 및 정소면) 정소면은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이 주요
이슈로 업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
▪ Rieter의 E 36 OMEGAlap은 600kg/h의 생산성으로 타사 대비 50% 이상 우수하며, 섬유의 배향이
정소면 성능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음
▪ Trützschler-Toyota TSL 정소면 준비기는 180m/min의 속도로 520kg/h의 생산성을 보이며, 수동
또는 자동 전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 Marzoli는 로빙 전송과 보빈 세척기가 통합된 FT6 로빙 프레임을 선보임. 로빙 프레임에 크릴을
자동을 이송 및 세척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 Saurer 그룹은 최적의 토출과 흡입 시스템을 통해 약 20%의 에너지 절감형의 새로운 ZinserSpeed
5A 로빙 프레임을 선보임. 로빙 벤치 도핑 사이클을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 자동 버전의 경우
2분미만의 도핑 시간을 가지며, 옵션에 따라 수동과 자동 버전으로 제공

 (링 방적) 링 프레임 제조업체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설비 소형화에 초점을 맞춤. 보다
콤팩트한 시스템 설계를 통해 에너지, 유지보수 및 인건비 등의 절감을 도모함
▪ Saurer의 트윈 팬을 적용한 콤팩트 시스템에서는 균일한 흡입력을 유지하면서, 전력소모도 50%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Rieter의 K 46 롤러 컴팩팅 시스템은 최대 1,824 스핀들로 구성되어 Com4 원사를 생산하는데, 각
측면에는 흡입 유닛이 포함되어 있으며, 에이프런 시스템의 압축 에너지는 25%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구성 향상으로 에이프런 장치의 빈번한 교체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소개
▪ Muratec은 QPRO EX 모델은 장력제어를 위한 PC tension feed back, 이상부위의 신속한 진단 및
정비가 가능한 Smart guide panel, 보빈 교체를 자동화하는 Plus run system 도입 등으로 생산
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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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 기술 동향
(1) 해외 플레이어 동향
 제직준비기 분야의 기술개발 트렌드는 혁신성보다 지속 가능성을 모티브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폐기물 저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탄소섬유를 포함한 산업용섬유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고품질의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유연 생산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선진기술 보유국의 경우 새로운 생산시스템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국내 기업은 설계 및 섬유공정의 원천기술 확보 부족과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태
▪ 국가별 기술수준은 유럽(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과 일본이 최고 수준을 보유
[ 국가별 제직준비기 기술 수준 분석 ]
구분

소재

설계기술

설비기술

내구성

에너지절감

평균

유럽

100.0

100.0

100.0

100

100.0

100.0

일본

100.0

100.0

100.0

100

90

98.0

한국

90.0

90.0

90.0

100

70

88.0

중국

80.0

90.0

80.0

70

50

74.0

[ 제직 준비기 분야 국내외 주요 업체 ]
구분

국외

국내

방사, 방적기

RIETER, MARZOLI, SAVIO,
MURATEC, Oerlikon, Schlahorst,
Zinser,TRÜTZSCHLER 등

일진에이테크, 유성이엔지,
보우, 한일산업, 파인스핀들,
대한정밀 등

정경기,
연사기,
사이징기

Latec, TOYODA, Tejin Seiki,
TMT Machinery,Aiki Riotech,
Barmag 등

이화에스알씨, 대원기계공업,
대건 기계제작소, 욱일기계,
신풍, 영흥기계, 세라트랙,
한국텍스맥,한국테크

 제직준비기 분야는 권사기(Winding M/C), 연사기(Twisting M/C). 정경기(Warping M/C),
가호기(Sizing M/C), 통경기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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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기 부분은 크게 산업용과 의류용 권취기로 구분되어 기술개발이 전개되고 있으며,
산업용섬유 생산설비는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탄소섬유 및 아라미드섬유 등 고강력의
슈퍼섬유를 취급할 수 있는 권취기(Winder) 및 연사기(Twister)설비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인조잔디 및 BCF yarn 생산을 타깃으로 하는 산업용 섬유 전용 와인더
시스템들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의류용 섬유는 주로 장식사(Fancy yarn)와 세데니어 사(yarn)를 제조하는 와인더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의류용 와인더의 전문메이커로는 SSM(스위스), FADIS(이탈리아), KAMITSU(일본)등이 대표적인
메이커이며 의류용 와인더의 경우 기술적 한계는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사료됨
▪ 종래의 기술개발 방향은 주로 생산성 향상이었으나, 최근 기술 개발의 방향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범용성, 에너지 절약 등으로 개발 방향이 변화함

 연사기(Twisting M/C, Texturing M/C)의 주요업체는 무라텍, 토요타, 테진세이키 이들
3사가 연합한 TMT Machinery(일본)와 Aiki Riotech(일본) 그리고 Oerlikon그룹의 자회사인
Barmag(독일)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제직준비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정경기 및 사이징기 부분은 독일의 Karl Mayer사가 대표적인 메이커로 개별 장력 조절
시스템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2) 국내 플레이어 동향
 섬유 준비설비의 생산업체에서 개발한 제품들의 특징이 자동화, 저소음, 균일한 장력
조절장치, 청결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제직준비기계의 개발 동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연사기는 대표적인 제직준비 설비로 국내 섬유기계에서 가장 기술적 자립도가 높으며
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기계의 성능을 높게 평가받고 있음
▪ 1986년도에 대원기계가 국내 최초로 투포원 연사기를 국산화하여 경쟁국인 일본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수준으로 양질의 제품을 개발한 이후 거의 전국의 섬유업체들이 국산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함
▪ 국내의 연사기 제조회사는 대건기계, 대원기계공업, 이화SRC 등이며 복합 연사기, 다기능 연사기,
화섬용 및 스판사용 투포원 연사기, 자동 투포원 연사기, 팬시 연사기, 복합 팬시 연사기 등을
제조함

 국내 권사기 제조업체는 대원기계공업, 한국테크, 이화공업, 대건기계 등에서 복합 권사기,
더블권사기, 복합연사권사기, 펀권사기, 점보권사기, 보빈권사기, 조립식권사기 등의 서로
다른 기능과 특징으로 개발 및 생산 중
 국내 정경기의 전문제조회사는 영흥기계와 욱일기계로서 부분정경기 및 크릴 등을 개발 생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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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분류별 경쟁자 ]
구분

기술분류

제직준비기

권사기

연사기

정경기

사이징기

통경기

주요 품목
및 기술

초정밀 와인딩 제어기술, 스핀들 고속안정화 기술, 속도 동기화 기술, 스퀴징 롤러
균압제어기술,권취 패턴 및 제어기술,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저소음·고속화 메커니즘 기술, 접촉
압력 및 마찰 최소화 기술, 자동이음장치, 보빈 자동이송 및 교환 장치 설계기술, 가호 정경 기술

해외기업

Barmag(독일),
SSM(스위스),
FADIS(이탈리아),
KAMITSU(일본),S
HAM(독일),
Gilbos(벨기에),
SUPERBA(프랑스)

TMT
Machinery(일본)
, Aiki
Riotech(일본),
Oeriikon
Saure(독일),
SwissTex
Winterthur
AG(프랑스)

Karl Mayer
(독일)

Karl Mayer
(독일)

국내기업

대건기계,
대원기계공업,
한국테크,
이화SRC,
일진에이테크

대원기계공업,
이화공업,
대건기계

영흥기계,
욱일기계

TSM

Staubli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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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연구개발 기관 및 동향
(1) 연구개발 기관
 섬유기계 제직준비기 기술분야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섬유그룹, 한국섬유기계 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원 등에서 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선정된 중점 지원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중
[ 제직준비기 기술 분야 주요 연구인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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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성명

직급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박대규

본부장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박시우

부장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김환국

부장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정한규

팀장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호준

팀장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채효정

선임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박보규

선임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조순옥

선임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김상윤

선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심재윤

그룹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남창우

수석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범수

수석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차희철

수석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홍석일

선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재훈

선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우성

선임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김희동

팀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권순택

책임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최정호

책임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박근아

선임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홍상기

선임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강윤화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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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기술개발 동향
 국내 섬유기계 중 제직준비기 개발 관련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및 연구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이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ICT섬유의류그룹은 원사, 원단, 의류 염색가공 시제품 제조기술지원, 첨단의류
시제품 생산 기술 지원 및 신제품 기술에 대한 R&D 연구 등을 수행 중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에서는 고속와인더 성능 평가, 각종 섬유 기계 시제품의 진동 분석,
섬유기계의 성능 분석, 시제품 역설계 등의 기술 지원 및 IT융합 신기술에 대한 R&D 등을 수행 중
▪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는 섬유 제품평가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제직준비기를 통해 생산한
제품의 특성 분석 지원, 시제품 개발에 대한 시험 등을 수행 중
인프라

장비구축현황

인력

기술 보유

•건조기 및 전후처리
가공설비

석박사 52명

•DTP, 코팅기 및 산업용

정보 분석

평가장비
석박사 25명
포함 총 45명

•3D Scanning 장비

•다양한 설비에 대한
성능 분석 지원
•진동 측정 및 분석

•물성 test 장비

한국섬유개발
연구원

제작

•중합반응설비

지원
•고기능성 하이테크

•복합사 제조설비

섬유소재 개발

•부분 정경기

•신기술 신제품
R&D 개발 지원
•염색가공 분야
인력양성 등

4건
•시제품 설계 지원 및

•고속스핀들 특성

•진동 및 소음 측정장비

•22건의 조명 morkup

•특허등록 5건, 출원

섬유생산설비

한국섬유기계융
합연구원

차별화 및 특화분야

•150*150 패널 제조

•염색가공 파일롯 설비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ICT섬유의류그룹

연구성과

석박사 44명

•제직기

•방사설비 활용기술 개발
•섬유특성 평가 기술 지원

•공인시험기관
•제품개발 지원 및
컨설팅

•공인시험기관
•섬유 시제품 생산 가능
•제직준비기보유

 섬유 기계 분야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제품서비스기술/공정·품질기술/산학연협력기술/상용화기술 개발사업
-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 연구기반 활용사업
-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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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소재부품사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력양성 (컨설팅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 보급사업을 통해 2017년 11월 말까지 4,889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고, 2025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는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
- 추진단이 진행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보급 및 확산사업 지원 사업, R&D 지원 사업, 표준진단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음
- 스마트공장 R&D 로드맵을 수립해 설계 자동화, 품질 고도화, SW 통합운영, 개방형 산업 IoT 플랫폼
등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한 6대 R&D 과제를 진행
-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표준진단모델을 개발, 자발적 진단 지원
▪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획기적인 생산성·경쟁력 제고
- 개인맞춤형 유연생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융합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추진
- 스마트공장 자동화 설비, 지능형로봇, 자율 공정 시스템 등에 복합센서 연결 및 데이터 수집·제어 등에 활용

 중소기업 대상 시설 및 장비 지원
▪ 중소기업전용연구시설(Rental Lab)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공동연구수행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연구공간을 제공
- 연구원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근접 지원
- 지원내용은 크게 시설 지원, 장비 지원, 기술 및 공동연구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과 장비,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
- 연구개발과 설계 및 디자인,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양산 및 마케팅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 중소기업이 첨단 고가 연구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섬유기계 시작품 제작 지원사업(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 섬유기계 부품의 설계 및 분석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연구원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
- 지원내용은 제품 설계 및 제작 관련 자문,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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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가. 특허동향 분석
◎ 제직 준비 시스템 분야 특허상 주요 기술
 주요 기술
▪ 제직 준비 시스템 기술 분야는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A),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B),
에너지 절감기술 (C),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D),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E),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F),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G),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H),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I), Winding
제어기술 (J) 등의 하위 기술이 포함됨

요소기술

코드

설명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A

권취용 보빈 또는 롤러의 진동을 최소화 하여 권취된 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B

특정 회전체의 진동이 다른 회전체나 권치 패키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 기술

에너지 절감기술

C

제품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 절감 기술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D

다수의 실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 텐션 장치를 이용하여
장력을 각각 조절하는 기술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E

극세사 권취시 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력 권취부
설계 및 제어 기술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F

빈 보빈에 자동으로 실을 걸어 설비의 정지 없이 연속
권취가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 및 장치 제어 기술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G

다수 설비의 원격 협업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설비의
공정을 분석하고 관리 하는 기술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H

롤러와 실 또는 롤러와 롤러간의 접촉시 접촉부의
접촉압력을 균일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설계 및 제어 기술

I

초저텐션을 위하여 빔스텐드에 파우더브레이크대신
서보모터를 사용하여 텐션을 제어하는 기술

J

해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패키지 권취시 각종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권취 제어 기술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Winding 제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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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분야별 특허동향
 주요 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국가별 특허동향
▪ 제직 준비 시스템 분야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별 특허정보 데이터를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 비교 분석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6

1

3

2

0

12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6

1

3

2

0

12

에너지 절감기술

2

4

9

1

2

18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15

2

14

23

5

59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15

2

14

23

5

59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5

7

40

38

17

107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46

151

83

149

82

511

1

7

13

17

5

43

10

2

2

1

0

15

6

0

6

0

4

16

112

177

187

256

120

852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Winding 제어기술
합계

▪ 제직 준비 시스템 분야의 출원인 국가별 특허동향으로는 전반적으로 유럽 국적의 출원인이 활발한
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요소기술별 특허
점유율은 다소 차이가 있음
▪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A),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B), 에너지 절감기술 (C),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I) 및 Winding 제어기술 (J) 분야의 경우, 출원인 국적별
특허건수가 20건이 되지 않아 출원인 국가별 추세 파악이 어려움
▪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D) 및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E) 분야는 유럽 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높으며, 한국, 일본이 뒤를 잇고 있으나 미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활동은
낮은 편임

408

제직 준비 시스템

▪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F) 분야는 일본과 유럽의 특허 비중이 높으며, 한국과 미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활동이 미미함
▪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G) 분야의 경우 요소기술 중 특허
점유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 미국, 유럽 출원인의 출원 비중이 높으며, 일본과 한국 출원인이 뒤를
잇고 있음
▪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H) 분야는 유럽, 일본 국적 출원인 비율이 가장 높으며, 미국, 한국
출원인의 특허활동이 낮음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대체적으로 특허 출원이 등락을 거듭하며 큰
증가세나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꾸준히 출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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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기술별 특허 집중도를 살펴보면, 한국과 외국 출원인 모두 특허 출원율이 높은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G) 분야에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기술분야에서는 특허집중도에 차이가 있음
▪ 한국 국적 출원인의 경우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G) 분야
(41.1%)를 제외하면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D),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E) 및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I) 분야의 특허점유율이 각각 13.4%, 13.4% 및
8.9%로 높음
▪ 외국 출원인의 경우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G) 분야
(62.8%)를 제외하면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F)이 13.8%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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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출원인 분석
◎ 주요 기술별 출원인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

• 금오공과대학교
• 효성

• 대학, 기업 산재
• 금오공과대학교, 효성 등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

• 금오공과대학교
• 효성

• 대학, 기업 산재
• 금오공과대학교, 효성 등

에너지 절감기술

◯

• Ricoh Company
• KYOCERA
•
BOE
TECHNOLOGY
GROUP

•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

• Saurer Germany
• BTSR International
• L.G.L. Electronics

•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

• Saurer Germany
• BTSR International
• L.G.L. Electronics

•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

• TMT Machinery
• Maschinenfabrik Rieter
• Oerlikon Textile

• 기업 중심
• Saurer (자우러), NV Bekaert,
Hydro-Québec 등

●

•
•
•
•

Brother industries
Ricoh Company
intralot
BTSR International

•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

• Murata Machinery
• TMT Machinery
• Oerlikon Textile

•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

•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

•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Winding 제어기술

주요출원인

국내 특허동향

※ ●: 200건 이상, ◕: 100~199건, ◓: 50-99건, ◔: 20-49건, ◯: 2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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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분야는 전체 특허출원이 20건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나 한국
출원인인 금오공과대학교, 효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분야는 전체 특허출원이 20건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나 한국 출원인인
금오공과대학교, 효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에너지 절감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에너지 절감기술 분야 역시 전체 특허출원이 20건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나 외국 기업인 Ricoh
Company, KYOCERA, BOE TECHNOLOGY GROUP 등이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분야는 외국 기업인 Saurer Germany,

BTSR International 및 L.G.L.

Electronics 등이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분야는 외국 기업인 Saurer Germany, BTSR International 및
L.G.L. Electronics 등이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분야는 외국 기업인 TMT Machinery, Maschinenfabrik
Rieter, Oerlikon Textile 등의 출원이 활발하며, 국내에서는 Saurer (자우러), NV Bekaert,
Hydro-Québec 등의 기업이 출원을 하고 있음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분야는 외국 기업인 Brother
industries, Ricoh Company, intralot, BTSR International 등이 출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분야는 Murata Machinery, TMT Machinery,
기업이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Oerlikon Textile 등의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분야 및 Winding 제어기술 분야 주요 출원인 동향
▪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분야는 및 Winding 제어기술 분야의 경우, 전체 출원량이
미미하며, 뚜렷한 다출원인이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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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 상대적 특허활동이 활발함을 나타냄
▪ 한국은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I) 관련 분야의 특허활동이 5.07로 가장 높으며,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A) 및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B) 분야의 특허활동도 3.8로
높은 편임
▪ 그 외에 Winding 제어기술 (J),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D) 및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E) 분야의 특허활동지수가 2.85, 1.93 및 1.93으로 활발한 편임
▪ 미국은 한국이 부진한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G) 및 에너지
절감기술 (C) 분야의 특허활동지수가 높은 편이며, 이외의 분야의 경우 특허활동이 부진함
▪ 일본은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G) 및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I) 분야의 특허활동이 부진한 반면 대부분의 기술분야 특허활동지수가 1
이상임
▪ 특히, 에너지 절감기술 (C) 분야의 특허활동지수가 2.28로 가장 높으며, Winding 제어기술 (J),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F) 분야의 특허활동 지수가 1.7 내외로 높은 편임
▪ 유럽은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H),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D),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E) 분야의 특허활동 지수가 1.3 내외로 높은 편이며,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F)의 경우 1.18을 나타나내, 타 분야의 경우 특허활동이 부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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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을 고려한 각국의 시장력 분석
 특허의 시장력과 질적 수준은 PSF (Σ패밀리수/Σ특허수) 및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지수로
판단할 수 있음
▪ 제직 준비 시스템 분야 특허의 평균 시장력과 질적 수준은 각각 1.06 및 1.43으로, 해당분야
특허의 경우 시장성과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음
▪ 시장력 지수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미국 (1.15)이 유일하며, 대부분 평균값 내외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시장력과 더불어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도 2.10으로 가장 높아, 해당기술분야에서
시장력과 질적 수준이 동시에 높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보유특허수는 가장 많으나 시장력지수 (1.02)에 비해 질적지수 (0.52)가 해당분야에서
낮은 편이며, 유럽지역 국가인 독일 (DE) 및 이탈리아(IT) 역시 특허수에 비해 질적수준이 낮음
▪ 일본의 경우, 시장력과 질적수준이 해당기술 분야의 평균치에 가까움
▪ 한국은 특히 질적지수가 0으로, 특허 수에 비해 인용도가 낮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서만
활용하는 기술인 것으로 파악되며, 기술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선도그룹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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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유럽

256

1.02

0.52

일본

187

1.00

1.31

한국

112

1.03

0.00

미국

177

1.15

2.10

독일

93

1.06

0.52

이탈리아

64

1.00

0.47

전체평균

23

1.0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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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직 준비 시스템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제직 준비 시스템 분야에서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분야임
▪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및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관련기술 외에는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에너지 절감기술,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및 Winding 제어기술 분야는 국내외 특허수가 50건
미만으로, 해당 기술 분야는 특허출원량이 낮아 기술공백이 클 것으로 예상됨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

에너지 절감기술

◯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
◔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

Winding 제어기술

◯

※ ●: 200건 이상, ◕: 100~199건, ◓: 50-99건, ◔: 20-49건, ◯: 20건 미만

◎ 최신 국내 특허기술 동향
요소기술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에너지 절감기술

최근 핵심기술 동향
• 진동 관련 부품의 기술적 개선을 위한 장치 (진동흡수패드, 에어
스프레이, 고속절전 스핀, 히팅 진동롤러 등)
• 진동 관련 부품의 기술적 개선을 위한 장치 (진동흡수패드, 에어
스프레이, 고속절전 스핀, 히팅 진동롤러 등)
•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위해 열회수장치 또는 모터 회전력을 재사
용 하는 발전기 등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 권취된 실의 장력을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 권취된 실의 장력을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Winding 제어기술

• 보빈에 자동으로 (복수의) 실을 걸거나 고속으로 조절하여 연속적인 권취
• 데이터 분석 및 공정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원격조정 등
• 내압 및 가압 시험장치를 구비하여 불량, 불균일을 제어하는 기술
• 서보모터 제어 관련 기술
• 불량품 식별을 위한 고속 권취장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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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제직 준비 시스템 분야는 대부분 유럽, 일본의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및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분야에서는 진동관련 부품의 기술적
개선을 위한 장치 (진동흡수패드, 에어 스프레이, 고속절전 스핀, 히팅 진동롤러 등)를 도입하기
위한 개발이 진행 중임
▪ 에너지 절감기술 분야에서는 열회수 장치 또는 모터의 회전력을 발전기로 재사용하는 기술 등을
개발 중임
▪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는 전자식으로 빠르게 실을 권치하고, 장력(텐션)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개발중임
▪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분야에서는 역시 실의 장력을 조절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극세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내용은 국내특허에 나타나지
않음
▪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분야에서는 보빈에 자동으로 (복수의) 실을 걸거나 고속으로
조절하여 연속적인 권취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 중임
▪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공정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원격조정 등의 기술을 개발 중임
▪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분야에서는 내압 및 가압 시험장치를 구비하여 불량이나 불균일한
품질의 필라멘트를 골라내는 기술 등이 개발 중임
▪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분야에서는 서보모터 제어와 관련된 기술이 개발 중임
▪ Winding 제어기술 분야에서는 불량품 식별을 위한 고속 권취장치에 대한 기술이 개발 중임

◎ 중소기업 특허전략 수립 방향 및 시사점
 제직 준비 시스템 분야는 요소기술 중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특허 출원이 활발하지 않음
▪ 따라서, 제직 준비 시스템 분야는 기술의 공백이 많은 것으로 예측되며, 기업중심으로 특허가
출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기업의 개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거래를 통한 시장진출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제직 준비시스템의 자동화, ICT 기반 기술의 경우 기존 공정과의 연계성이 높은 기술로서,
외국 기업의 특허활동이 활발하다고 하더라도 국산화 시 국내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 및 개량이
필요함
▪ 향후 중소기업은 경쟁이 치열거나 기술경쟁력이 높은 기업 및 기관들의 특허를 파악하여 이들을
회피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부족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완하고 자체 기술개발 및 기술매입 등으로 기술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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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소기술 도출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 기획을 위하여 요소기술 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 요소기술명 확정
[ 제직 준비 시스템 분야 요소기술 도출 ]
요소기술

출처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섬유 가호(sizing) 장치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실걸이 장치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권취패턴 생성장치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사속 제어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에너지 절감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에너지 절감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기계 상태 감시 기술 및

와퍼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분석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사속 제어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Winding 제어기술

특허/논문 분석, 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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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제품 기술로드맵
가. 핵심기술 선정 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 선정
▪ 기술개발시급성(10), 기술개발파급성(10), 단기개발가능성(10), 중소기업 적합성(10)을 고려하여 평가
[ 핵심기술 선정 프로세스 ]
① 요소기술
Pool 구성

② 요소기술
분류 조정
→

•특허/논문 분석

→
•품목별 전문가 요소기술

•기술수요 및 문헌분석

③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분류 조정·재정의

•전문가 추천

④ 핵심요소기술
선정
→

•산학연 전문가 검토
•평가항목별

요소기술

선정평가

•평가결과 반영
로드맵 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 도출

나. 핵심기술 리스트
[ 제직 준비 시스템 분야 식품 핵심기술 ]
분류
권취 롤러의
구조 설계

제직기
시스템 기술

기계 설비
시스템 분야

핵심기술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권치용 보빈 또는 롤러의 진동을 최소화 하여 권취된 실의
높이기 위한 기술

품질을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특정 회전체의 진동이 다른 회전체나 권치 패키지에 미치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 기술

영향을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초저텐션을 위하여 빔스텐드에
사용하여 텐션을 제어하는 기술

파우더브레이크대신

서보모터를

극세사 권취시 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력 권취부
제어 기술

설계 및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다수의 실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 텐션 장치를 이용하여
각 조절하는 기술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빈 보빈에 자동으로 실을 걸어 설비의 정지 없이 연속 권취가 가능
하게 해주는
장치 및 장치 제어 기술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에너지 절감기술
Winding 제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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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수 설비의 원격 협업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설비의
하고 관리 하는 기술

장력을 각

공정을 분석

롤러와 실 또는 롤러와 롤러간의 접촉시 접촉부의 접촉압력을 균일
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설계 및 제어 기술
제품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 절감 기술
해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패키지 권취시 각종 불량을 방지하기
권취 제어 기술

위한

제직 준비 시스템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
 제직 준비 시스템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낮고 국내 시장 성장률이 6%로 세계 시장
성장률인 5%보다 높은 수치에 있어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중인 것으로 조사됨
 최고기술 보유국은 일본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일본 대비 81%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중이며,
중소기업은 일본에 비해 평균 약 4.4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112건의 출원량을 보이며 특허 피인용지수는 0.0로 최대 피인용지수를
보인 미국(2.1) 대비 많은 차이가 있음, 이 때문에 국내 특허의 질과 경쟁력은 미국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기술수준은 응답자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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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 로드맵
(1)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제직 준비 시스템 중기 기술개발 로드맵 ]

제직 준비 시스템
권취 롤러의 진동
저감 구조설계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 설계
모터 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제직 준비기 기술의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 목표

회전체 진동 분석 및 진동
저감 기술 개발 친환경
염색 기술 구현

레이저 광원 모듈의 기술
최적화

개별장력 조절
자동화 기술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권취 롤러의 균압
제어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Winding 제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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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AI 기술을 융합한
친황경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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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핵심요소기술 평가결과
지표별 평가결과
요소기술

비고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권취 롤러의 진동저감
구조설계

8

8

9

9

34

선정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9

9

9

9

35

선정

섬유 가호(sizing) 장치

8

8

8

9

33

실걸이 장치

8

8

8

8

31

권취패턴 생성장치

8

8

8

9

33

사속 제어기술

9

8

9

9

34

선정

에너지 절감기술

10

9

8

9

35

선정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9

9

9

9

36

선정

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기술

8

8

9

9

34

중복(진동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에너지 절감 기술

9

9

8

7

33

중복

극세사용 초저텐션
다이렉트 와퍼

9

9

8

9

35

선정

기계 상태 감시 기술 및
분석 기술

9

8

8

8

33

자동 실걸이 장치 설계 및
제어 기술

9

9

8

6

31

IC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기술

10

9

8

9

35

선정

권취 롤러의 균압제어 기술

8

9

9

9

34

선정

개별 장력조절 자동화 기술

9

9

8

8

35

중복

사속 제어기술

8

9

8

8

33

중복

모터구동 빔스탠드를
이용한 비밍기 기술

8

9

9

9

35

선정

Winding 제어기술

8

9

9

9

35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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