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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직포산업 현황과 정책과제1)

요

약

국내 부직포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쟁력 열세로 수
출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부직포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수요 증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고성능 부직포 육성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화가 필요하다. 특히, 고성능 부직포 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 주력산
업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내 부직포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세대 성장동
력 및 수출 주력산업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 본고는 박훈(2020.5), 「글로벌 경쟁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부직포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 0 2 0 0 8

39

국내 부직포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1. 서론
부직포산업은 기술혁신과 성능 향상에 따른 사

하지만 국내 부직포산업은 선진국과의 기술

용 용도 다변화, 환경규제 강화 및 안전에 대한 관

격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낮은 생산비용을 바

심 증대에 따른 신시장 창출 등에 힘입어 높은 성

탕으로 한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넛크래커(Nut-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황사 및 미세먼지 증

cracker)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따라서 국내 부직포산업은 선·후진국 사이의

증 질환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방역 마스

포지셔닝 트랩을 탈출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통

크, 의료장비,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되는 부직포

한 차별화·고성능 부직포 개발력 강화가 절실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 특히, 높은 세계수요 증가 및 고부가가치 창출

이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사용 용도
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부직포 개발에

이 가능한 고성능 부직포 육성을 통해 차세대 성
장동력산업화가 필요하다.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의 관련업계도 정부의 적

이에 본 글에서는 국내 부직포산업의 구조적

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

문제점과 차세대 성장동력 및 수출 주력산업화를

리 산업을 추격하고 있다.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 부직포산업 현황
(1) 부직포산업의 위상과 연관산업 파급효과 2.2%에서 3.4% 및 3.3%로 상승하였다. 종사자 수
도 같은 기간에 연평균 2.5% 증가하여 섬유산업
1) 섬유산업에서의 위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에 1.4%에서

국내 부직포산업은 내수시장 호조에 힘입어 섬

2.2%로 0.8%포인트나 상승하였다.

유산업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체 수

하지만, 이처럼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경

는 2006~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3.4% 증가하여

쟁력 열세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섬유산업 전체에

섬유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에

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하락한 반면, 수입은 높

0.7%에서 1.1%로 0.4%포인트 상승하였다. 생산

은 증가로 인해 섬유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과 부가가치도 같은 기간에 연평균 각각 4.9% 및

중이 높아졌다. 수출은 2006~19년 기간 동안 연

4.8%의 견실한 증가율을 기록하여 섬유산업 전체

평균 1.3% 감소하여 섬유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에 각각 2.3% 및

비중이 같은 기간에 3.4%에서 2.8%로 0.6%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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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부직포산업의 위상
단위 : %

섬유산업에서의 비중

섬유소재산업에서의 비중

2006

2013

2018

2006

2013

2018

사업체수

0.7

0.9

1.1

3.1

3.6

4.2

생산

2.3

2.8

3.4

4.5

5.5

7.0

부가가치

2.2

2.5

3.3

5.0

5.7

7.6

종사자수

1.4

1.8

2.2

3.8

4.7

6.0

수출

3.4

3.0

2.9

4.3

3.6

3.8

수입

1.8

2.0

2.6

3.9

4.8

10.2

자료 :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
주 : 2018년 수출과 수입은 2019년 기준.

트나 하락하였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에 연평

으며, 젊고 학력이 높은 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균 9.3%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섬유산

있다. 연령별 인적구조의 경우 30대 이하의 젊은

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에 1.8%

인력이 전체 종사자의 48.9%로, 섬유산업 평균

에서 2.6%로 0.8%포인트나 상승하였다.

25.7%에 비해 23.2%포인트 높은 수준인 반면, 50
대 이상의 중장년 인력이 전체 종사자의 20.9%

2)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능력

로, 섬유산업 평균 42.3%에 비해 21.4%포인트나

국내 부직포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

낮은 수준이다. 학력 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니라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하가 전체 종사자의 50.4%로, 섬유산업 평균

우선 부가가치율이 섬유산업은 물론 제조업

62.0%에 비해 11.6%포인트 낮은 반면, 전문대 졸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고부가

업 이상의 고용비중이 높은 수준인데, 전문대 졸

가치 산업이다. 국내 부직포산업의 부가가치율

업자의 경우 부직포 업계는 22.1%로 섬유산업 평

은 제품 고부가가치화 진전에 힘입어 2011년

균 13.1%보다 9.0%포인트 높고 대학 졸업 이상

30.7%에서 2015년 38.0%로 상승한 데 이어 2018

도 부직포 업계는 전체의 27.4%로, 섬유산업 평균

년 현재 38.7%로 더욱 상승하였다. 이는 제조업

24.9%보다 2.5%포인트 높다. 종사자 1인당 월평

평균 35.9% 및 섬유소재 35.3%보다 각각 2.8%포

균 인건비의 경우 2018년 현재 부직포가 336만원

인트 및 3.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율

으로 섬유산업 274만원보다 22.5% 높다.

상승률도 2011~18년 기간 동안 부직포가 25.9%
로, 섬유소재 14.9% 및 제조업 12.2%보다 크게

3) 연관산업 파급효과

높은 수준이다.

국내 부직포산업은 중간재의 높은 국산화율 및

또한, 양질의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산업이다.

낮은 수입침투율 등으로 인해 후방산업 파급효과

부직포 업계는 여타 섬유업종보다 임금수준이 높

가 높은 산업이다. 부직포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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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부직포산업의 연관산업(후방산업) 파급효과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수입침투율(%)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부직포

2.250

2.309

0.737

0.726

0.263

0.274

10.7

7.0

섬유산업

1.999

1.947

0.640

0.557

0.360

0.443

33.9

36.8

제조업

1.997

2.011

0.663

0.640

0.332

0.36

28.0

21.5

자료 : 한국은행(2020), 산업연관표 2016, 2018.
주 : 1) 생산유발계수는

부직포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부직포산업 및 타 산업
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
2)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부직포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부직포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
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
3) 수입유발계수는 부직포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부직포산업 및 타 산업
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수입의 크기.
4) 수입침투율은 부직포산업의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 중에서 수입중간재 비중.

산 중간재 비율을 나타내는 수입침투율은 2018

(2) 생산 및 수출입 현황

년 7.0%로, 제조업 평균 31.5% 및 섬유산업 평균
36.8%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특

1) 생산과 부가가치

히, 이는 2016년 10.7%보다 3.7%포인트 낮아진

국내 부직포 생산 규모는 2010년대 초에 감소

수준이다.

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이처럼 부직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수

고 있다. 생산 규모는 2000년 4,333억원에서 2015

입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생산유발계수는 높은 수

년 1조 2,09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데 이어 2018년

준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유발계수는 2018년 현

현재 1조 3,272억원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섬유산

재 2.309로, 제조업 평균 2.011 및 섬유산업 평균

업 전체적으로 2011년 이후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

1.947보다 각각 0.298포인트(14.8%) 및 0.362포

소한 것과는 달리, 부직포는 2015년 이후 증가세

인트(18.6%)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로 반전되었다. 생산의 경우 2015~18년 기간 동안

2016년 2.250보다 0.059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연평균 부직포가 3.1% 증가한 반면, 섬유소재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도 2018년 현재 0.726으로, 제

섬유산업 전체는 각각 1.0% 및 1.7% 감소하였다.

조업 평균 0.640 및 섬유산업 평균 0.557보다 각각

부가가치도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0.086포인트(13.4%) 및 0.169포인트(30.3%) 높은

하고 있다. 부가가치 규모는 2000년 2,071억원에

수준이다.

서 2015년에 4,599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데 이어

반면, 수입유발계수는 낮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2018년 현재 5,132억원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부

2018년 현재 0.274로, 제조업 평균 0.360 및 섬유

가가치의 경우 2011~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부직

산업 평균 0.443보다 각각 0.086포인트(23.9%) 및

포가 3.4% 증가한 반면, 섬유소재 및 섬유산업 전

0.169포인트(38.1%) 낮은 수준이다.

체는 각각 1.7% 및 1.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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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부직포 생산 및 부가가치 현황
단위 : 십억원, %

2000

2011

2015

2018

433

1,322

1,210

섬유소재

23,947

24,588

섬유산업

36,907

2000~2011

2011~2018

1,327

10.7

0.1

19,644

19,036

0.2

-3.6

47,081

41,518

39,393

2.2

-2.5

207

406

460

513

6.3

3.4

섬유소재

10,025

7,540

6,569

6,710

-2.6

-1.7

섬유산업

15,691

17,528

16,155

15,642

1.0

-1.6

부직포
생산

부직포
부가가치

연평균증가율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2) 수출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출 규모는 2013년 4억

국내 부직포산업은 경쟁력 열세로 인한 높은

7,271만 달러에서 2019년 현재 3억 6,975만 달러

수입증가 속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가 2006년 2

로 연평균 4.0%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중국과

억 9,787만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이후 감

대만은 연평균 각각 7.9% 및 2.3% 증가하였다. 지

소하다가 2016년부터 적자로 반전되었다. 무역수

역별로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선

지 적자 규모는 2016년 2,558만 달러에서 2019년

진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중국, 아세안 등

현재 7,651만 달러로 3배나 증가하였다.

주요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위

수입은 국내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위축에도

축 속에 대만과의 경쟁 심화, 중국과의 경쟁 열세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입 규

<그림 1> 국내 부직포 수출입 현황
600

(백만 달러,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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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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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2013년 2억 8,169만 달러에서 2019년 현재 4

부직포시장은 가격경쟁력 열세로 중국 등에 의한

억 4,626만 달러로 연평균 8.0%의 높은 증가율을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경쟁국인 대

기록하였다. 특히, 대중국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

만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세계시장을 잠식당

서 국내 부직포 수입증가를 주도하였다. 대중국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0~19년 기

수입은 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열세로 범용 제

간 동안 주요 생산국 중에 유일하게 부직포 수출

품을 중심으로 2013년 1억 5,030만 달러에서 2019

이 감소하였다. 세계시장점유율이 2010년 3.5%(7

년 현재 2억 9,746만 달러로 연평균 12.0%의 높은

위)에서 2015년 2.8%(8위)로 하락한 데 이어 2019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년 현재 2.2%(13위)로 더욱 하락하였다.
반면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은 2010년 1.6%(15

3) 수출입 국제비교

위)에서 2019년 2.3%(10위)로 0.7%포인트 상승

세계 부직포시장의 경우 고기능성·고성능 제

하였고 중국도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같

품 시장은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이

은 기간에 9.2%에서 18.6%로 2배 이상 상승하며

장악하고 있고 범용품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선진국인 이

있다.

탈리아, 독일, 미국 및 일본은 2019년 현재 각각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 등 후발국
의 추격 사이에서 뚜렷한 강점을 갖지 못한 채 포

13.0%, 11.1%, 7.4% 및 4.6%로 2~5위의 시장점유
율을 보유하고 있다.

지셔닝 트랩에 빠져 있다. 고기능성·고성능 부직

우리나라 부직포 수입은 2010년대 동안 내수

포시장에서는 R&D 투자 부진, 기업들의 신제품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열

개발역량 부족 등에 따른 차별화 부직포 개발 미

세로 인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

흡 등으로 선진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 범용

록하면서 세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표 4> 부직포 세계시장점유율 국제비교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1

세계시장점유율

2010

2015

2019

중국

1,085

2,487

2

독일

1,836

3

미국

4

연평균증가율
(2010~2019)

2010

2015

2019

3,114

9.2

17.1

18.6

12.4

1,904

2,180

15.6

13.1

13.0

1.9

1,589

1,806

1,863

13.5

12.4

11.1

1.8

이탈리아

987

1,075

1,232

8.4

7.4

7.4

2.5

10

대만

184

378

388

1.6

2.6

2.3

8.7

13

한국

415

401

370

3.5

2.8

2.2

-1.3

11,798

14,504

16,722

100.0

100.0

100.0

4.0

세계
자료 :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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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8%(17위)에서 2015년 2.5%(11위)로 상

비중이 2010년 7.1%에서 2019년 5.0%로 2.1%포

승한 데 이어 2019년 현재 2.7%(10위)로 더욱 상

인트 하락하였고 대만도 소폭이나마 감소하면서

승하였다. 반면 중국은 생산능력 향상에 따른 수

수입 비중이 같은 기간에 1.0%에서 0.6%로 0.4%

입대체 등으로 수입이 거의 늘지 않으면서 수입

포인트 하락하였다.

3. 국내 부직포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1) 높은 인력의존도 속 낮은 수익성

등으로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

국내 부직포산업은 인력의존도 및 인건비 부담

로써 기술혁신역량이 미흡하다. 부직포를 포함

이 높은 산업이다. 부가가치 10억원을 창출하는

한 섬유소재·제품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

데 필요한 종사자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

자 비율은 2010년 1.38%에서 2018년 현재 1.89%

준)가 2018년 현재 8.7명으로, 제조업 평균 5.2명

로 0.51%포인트 상승하였지만, 이는 제조업 평균

보다 1.7배 많이 소요되고 생산액 대비 급여액 비

(4.32%)의 44% 수준에 불과하다.

율은 13.5%로, 제조업 평균 8.4%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

부직포산업은 기술혁신역량 부족으로 기술수
준이 현재 일본 등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

국내 부직포산업은 이처럼 인력의존도 및 인건

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부직포산업의 기술수준

비 부담이 높은 가운데 수익성이 매우 낮은 수준

은 중국보다는 1~2년 정도 앞서 있지만, 일본보

이다. EBITDA 대비 매출액 비율은 2018년 현재

다는 고성능 부직포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1.46%로, 제조업 평균 12.14%의 1/9로 매우 낮은

못함으로써 3~4년 정도 뒤떨어진 것으로 조사

수준이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10%로, 제조업

되었다.

평균 7.28%의 1/3도 못 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인력의존도와 인건비 부담이 높고 수익성

3) 생산설비 노후화에 따른 설비경쟁력 약화

이 낮은 국내 부직포산업은 최근 큰 폭의 최저임

부직포업체들은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부진

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가격경쟁력 약

으로 인해 생산설비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설비경

화, 수익성 악화, 인력부족 등 기업경영 압박이 가

쟁력이 약화되어 있다.

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체 설문조사 결과 부직포 생산업체들이 보
유하고 있는 생산설비는 구매한 지 평균 13.8년

2) 낮은 R&D 집약도로 기술혁신역량 제고 한계

으로, 섬유산업 전체 평균 10.9년보다 2.9년이나

부직포산업은 R&D 투자 부진, 연구인력 부족

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직포 생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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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구매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설비 비중은

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차별화 제품 개발

78.2%로 높은 수준인데 특히, 20년이 넘은 설비

력 열세로 선진국이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

도 전체의 24.1%에 달한다.

장 개척에 한계가 있고 범용 부직포시장은 가격경
쟁력 열세로 중국에 의한 국내외 시장 잠식이 가

4) Nut-cracker 상황 직면

속화되고 있다. 2010~19년 기간 동안 부직포 수

국내 부직포산업은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출은 연평균 1.3% 감소한 반면, 수입은 8.6% 증

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중국과의 기술

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국은 수출이 12.4%의 매

격차 축소 및 가격경쟁력 열세로 넛크래커(Nut-

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선진국인 이탈리

cracker)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 독일, 미국 및 일본은 각각 2.5%, 1.9%, 1.8%

부직포산업은 국제경쟁력 열세 등으로 수출산
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수입제품에 의한 내수시

및 1.7% 증가하였으며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도
8.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4. 국내 부직포산업의 정책과제
(1) 기본 방향

라는 물론 세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사
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증 질

부직포는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 고성능화 및

환의 지속적인 발생 예상으로 인해 방역 마스크,

다양화를 통해 사용 용도를 다변화하면서 우리나

방호복, 의료장비 등에 사용되는 부직포 수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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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

방적을 사용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성능

내 부직포산업은 차별화 제품 개발력 열세로 선진

복합 부직포 개발이 필요하다. 2018년 현재 SMS

국이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하지

복합 부직포가 전체 부직포 소비량의 29%를 차지

못한 채 가격경쟁력 열세로 중국에 의한 국내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화가 진

시장 잠식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행되면서 복합 부직포가 2028년에 전체 부직포의

앞으로 국내 부직포산업이 지속 성장을 위해서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는 높은 수요 증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시장 규모는 크지만, 국내기술 부재로 시장개

고성능 부직포 육성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척이 어려운 고성능 용액 방사형 부직포 기술개

화가 필요하다. 특히, 고성능 부직포 개발 및 경쟁

발 지원이 절실하다. 용액방사 부직포시장 규모

력 제고를 통해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 주력 산업

는 2016년 기준 1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화와 이를 통한 수익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 부재로 시장개척을 못하는 실정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증 질환 발생으로

이다.

야기되는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부직포
개발이 필요하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용융 방사형 부
직포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황사 및 미세먼

이를 위해 고성능 부직포 개발을 통해 고부가

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스, 메르스, 코로나

가치·차별화 부직포 중심의 생산구조로 전환이

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증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

필요하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증 질환 확대에 대

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 마스크, 의료장비,

비한 저비용의 고성능 방사형 부직포 개발을 강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되는 용융 방사형 부직포 수

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성능 부직포산업의 활

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화장지처럼 물에 잘 풀리고 생분해가 가능한 고
성능 부직포, 더 많은 액체를 흡수하여 담아둘 수
있는 기저귀용 부직포, 강도가 높고 향균성이 우수

(2) 세부 추진과제

한 부직포, 직물과 유사한 부드러움과 흡수성을 유
지하면서 수십회의 세탁에도 견딜 수 있는 부직포

1) 고성능 부직포 개발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고내구성 부직포 개발 지원이 절실하다.

및 신성장 동력화
국내 부직포기업들의 신수요 및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제품개발 지원이 절실하다.

2) 고성능

부직포 연구개발 및 중소업체 지원
기반 구축 지원

우선 글로벌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고성능 복

고성능 부직포 연구개발 및 중소업체 지원을

합 부직포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강점이 서로 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성

른 기술 또는 제품을 복합화하거나 다성분 섬유

능부직포지원센터(가칭)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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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섬유공학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

재활용 섬유를 사용한 재활용 부직포 생산체제 구

운데 부직포를 연구한 전공자를 거의 배출하지

축을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

않고 있으며, 부직포를 전공한 교수도 거의 없는

화되면서 선진국 및 선진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무

실정이다. 따라서 부직포 연구개발 및 중소업체

역을 환경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

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재활용 섬유를 사용한 재

니라 기업들의 연구 및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 부직포 생산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양성할 수 있는 고성능부직포지원센터(가칭) 구

정부는 재활용 섬유를 사용하여 부직포를 생산

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 센터는 중소 부직

할 수 있는 중소 재활용 부직포업체를 입주시켜

포업체들에 시제품 개발, 애로기술 해소 및 시험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장 구축이 필요하다. 재

분석, 생산공정 개선 및 불량 원인 분석·대책에

활용 부직포에 대한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관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장 내에 재활용 부직포업체의

것이다.

창업보육 및 기업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재활용 부직포업체들이 생산성이 높은 자동

3) 재활용 부직포 생산시스템 구축 지원

화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세제 지

글로벌 부직포기업들은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원이 절실하다.

다하는 동시에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
페트(PET)병, 폐 어망, 폐 합성섬유를 활용한 재

4) 부직포 통계기반 구축

활용 섬유를 사용한 재활용 부직포 생산을 확대

우리나라는 부직포를 분야별로 분석할 수 있는

하고 있다.

통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직포산업만을 분석

글로벌 방사형 부직포업체들은 최근 원료로 폴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도 없는 상태이다. 통계

리에스터 섬유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버

청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진 폴리에스터보다 페트병 등으로 만든 재활용 폴

Classification : KSIC)의 세세분류(KSIC 5단위) 및

리에스터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내외장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기본분류까지도 부직포

재용 부직포, 건축·토목용 부직포 등 내구재용 부

통계코트가 없는 상태이다. 단지, KSIC 세세분류

직포에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의 사용 비중을 확

(5단위) 및 산업연관표의 기본분류에 부직포, 펠

대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온실가스

트 및 부직포제품을 합한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내외장재에 사용되

통계 코드(C13992)만 있고 국민계정, 기업경영분

는 부직포를 포함한 섬유를 재활용·생분해성 섬

석 등 한국은행이 만들어내는 공식적인 통계자료

유로 점차 대체하고 있다.

에 부직포산업을 나타낼 수 있는 통계 코드가 분

국내 부직포업체들도 세계적인 조류에 부응하는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재활용 신시장 개척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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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부직포 수요가

산 업 경 제 분 석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처럼 국내 부직포산업

계 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계청 KSIC

에 대한 공식통계 부족으로 수요증가에 대응한 전

에 세분화된 부직포 통계 코드 신설이 어려울 경

략 수립이 어려움 상황이다.

우 섬유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앞으로 부직포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기업

주관이 되거나 고성능부직포지원센터(가칭) 신

의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을 통해 매년 부직포업계 전수조사를 통한 정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세분화된 부직포 통

량적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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