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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죽산업은동물의생피를원료로하여탈모, 유제, 염색등

여러단계의가공공정을거쳐의류, 혁제운동화및가방등의

주요 소재가 되는 가죽원단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가죽 제조

공정중에여러가지고형폐기물(Fleshing Scrap, Pelt Scrap,

Shaving Scrap, Trimming Scrap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

내의 가죽 폐기물 재활용률은 낙후된 기술과 영세한 기업으

로인해일본, 미국, 이태리및독일과같은가죽선진국(재활

용률 50%이상)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수준이다.

피혁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우지(공업용)나 아교(공업용, 식품용

Gelatin) 및 Shaving scrap을이용한재활용소재 등으로일

부 재활용 되고 있으며, 폐가죽 재활용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공통 기술은 분쇄를 통한 습식 공정이며, 일부 건식공정으로

기술적인진보가있는상태이나, 이는재료가 Shaving Scrap

이라는 점과 아래 단계로의 계단형 재활용(Cascade

Recycling)이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전 연구를 통하여 가죽섬유화 공정을 거친 후 가죽섬유

를회수하여 Sliver로 제조후, 원사화하는연구를진행하여

최적의폐가죽복합소재 생산공정요소에대해연구를진행

한 바 있다.

이렇게 생산된복합소재는내에는가죽을포함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죽 생산공정 중 강도 증진과 발수・발유성 증
진을 목적으로 chrome tanning 처리를 하게 되는데 고유의

푸른색을 띄고 있어 표백공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가죽 복합소재의 재현성 확보를 위해 적

절한 표백처방을 찾고자 하였으며, 표백된 원단을 사용하여

반응성 염료를 이용한 염색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2. 본론
2.1 가죽복합소재의 표백

가죽소재의표백에대해해외문헌에따르면다양한산화

포백제에 의한 oxidation 및 Cr6+ 이온의 제거 방법 등이 기

술되어있는데, 특히 과산화수소(H2O2), 과탄산소다(Na2CO3),

과붕산나트륨(NaBO3)와 같은 산화제를 사용한 표백공정이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연구에서는일반적으로섬유표백에가장많이사용되는

대표적인 산화 표백방법인 관산화 수소와 환원 표백방법인

하이드로설파이트의사용농도별표백의정도를확인하고최

적 표백 방법을 찾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의섬유포백공정이외의가죽의표백방법을적

용하기위해과산화수소보다산화력이더강한표백제로알

려져 있는 과탄산나트륨(Na2CO3)과 과붕산나트륨(NaB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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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죽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가죽 폐기물은 폐지류 발생량과 거일 동일한 수준인 연간 약 17만톤 발생하고 있으나,

재활용율은약 13% 정도의낮은수준으로환경친화적인소재로의전환을위한기술개발이매우필요한상황이다. 이렇

게발생되는가죽폐기물을이용하여방보방공정을활용하여가죽복합사를제조하였으며, 염색및가공을위해탈색공

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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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표백 공정별 백도를 육안으로 판별하였다.

2.2 가죽복합소재의 염색

가죽 복합소재의 가염성을 확인한 결과 산성염료, 반응성

염료, 울반응성염료등이염색이가능한것으로확인되었으

며, 특히, 반응성염료가침투성및염색성이타 염료보다높

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1의염색처방으로반응성염료를사용하여 Blue, Yellow,

Red, Black 4색상으로그림 1의공정으로 60℃에서염색을진

행하였다.

[표 1] 염색처방
구분 염료 소다회 망초 pH

투입량 3.0 %o.w.f 1g/l 1g/l 8~8.5

60℃ 60min.

2℃/min.

40℃ 40℃

[그림 1]반응성 염료를 사용한 염색 공정

2.3 평가
가죽 복합소재의 표백 공정별 백도가 우수한 정도를 육안

판정하여 최적의 표백 조건을 도출하였으며, 염색원단은 세

탁견뢰도 분석을 통하여 변퇴색 및 오염 정도를 판단하였다.

3. 결론
폐가죽복합소재의표백공정에있어서일반적인섬유표

백공정을 적용한 경우 백도는 하이드로설파이트 + 알칼리조

건 > 하이드로설파이트 + 산조건 > 과산화수소 + 산조건 >

과산솨수소 + 알칼리 조건의 순서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가죽공정의표백공정을적용한경우백도는과붕산나트륨 +

알칼리조건 > 과붕산나트륨 + 산조건 > 과탄산나트륨 + 산

조건 >과탄산나트륨 + 알칼리조건의순서인것으로확인되

었다.

섬유 표백공정과 가죽 표백공정을 비교한 결과, 섬유 표백

공정의 하이드로설파이트 + 알칼리 조건이 가죽 표백공정의

과붕산나트륨 + 알칼리조건보다백도가높게나타났는데, 이

는 혼방된 일반 섬유의 혼용율이 가죽섬유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성 염료에 의한 염색 후 견뢰도는 변퇴색에 대해 4급

이상으로 우수한 편이었으나, 오염에 있어서 면에 대한 견뢰

도가 2급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현재 연구된 부분은 가죽의 함량이 일반 섬유의의 함량보

다 50%이상낮은수준으로가죽의함량을높일필요가있으

며, 그에 따른 표백 및 염색공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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