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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폴리비닐알코올 (poly(vinyl alcohol), PVA)은 1924

년에 Herrmann과 Haehnel이 폴리아세트산비닐

(poly(vinyl acetate), PVAc)과 같은 비닐에스테

르계열 고분자를 비누화하여 처음 합성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비닐론 섬유용 수지로 상업화

되기 시작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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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는 비닐알코올 (vinyl alcohol)의 호변이성질

화 때문에 단량체의 직접중합에 의해서는 얻어질 수 

없고, PVAc의 비누화로부터 제조되는 흰색의 분말

상 고분자로 필름 및 섬유의 형성이 용이하고 표면 

활성도가 높으며 기계적 성질 및 접착 강도가 높고, 

용해도와 화학적 반응성이 우수하다. 또한, PVA는 

생분해가 가능하고 물에 대하여 수용성이며 토양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므로 환경 보호에 

민감한 용도의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

문에, PVA는 응용 범위가 매우 넓어, 가정용 제품에

서 고기능성 산업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즉, PVA는 

카드보드지, 베니어판, 사무용 접착제, 페라이트 (fer-

rite)나 세라믹의 바인더, 고체 구충제, 발효 토양, 섬

유의 경사 호제, 칼라 프린팅의 점층제, 세탁용 풀, 종

이의 코팅이나 강화제, 유화중합이나 현탁중합의 유

화제나 안정제, 스펀지 등으로 사용되었고 최근까지 

분자량 및 입체규칙성에 따라 발암물질인 석면섬유

와 콘크리트 철근 대체용 고성능 섬유 및 환경친화성 

수용성 섬유 그리고 편광필름을 포함하는 각종 광학

용 필름과 분리막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장기 대체

용 하이드로겔, 약물전달 시스템, 생체반응기 (bio-

reactor), 생체센서 (biosensor) 그리고 암질환 및 

혈관기형 치료용 색전재료 등의 최첨단 소재의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PVA 제조 및 일반적인 특성  
 

PVA는 그 자체 단량체의 중합에 의해서는 얻어질 

수 없으므로 비닐에스테르 계열의 전구체를 합성하고 

이들을 알칼리나 산에 의해 가수분해하는 방법에 의

해 제조한다 (그림 1, 2, 3). 따라서 PVA 자체는 전

혀 가지를 갖지 않는 선형 고분자이며 그의 수평균 

중합도는 전구체의 값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결국 

PVA의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전구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가지의 생

성을 억제해야 한다. 현재까지 PVA의 전구체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VAc는 아세트산

비닐 (vinyl acetate, VAc)을 중합하여 얻어진다. 그

러나, VAc는 다른 비닐계열 단량체들에 비하여 월

등히 높은 성장반응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

은 가지가 생성되어 이로부터 얻어지는 PVA의 분자

량을 높이고 분자량 분포를 고르게 하는 것이 어렵다

고 알려져 있다.  

특히 PVA가 섬유나 필름 등으로 형성됐을 때 고강

도, 고탄성률, 내열수성 및 내열성을 나타내기 위해

서는 중합된 PVA의 비누화도 (degree of saponifi-

cation), 분자량 및 입체규칙성 (stereoregularity)이 

커야 하는데 PVA의 경우 분자량에 대해서는 수평

균중합도 약 4,000 이상을 고분자량 PVA라하고 수

평균중합도 10,000 이상을 초고분자량 PVA라 한

다. 또한, PVA는 입체규칙성에 따라 교대배열다이

애드기 (syndiotactic diad content)의 함량이 55% 

이상인 PVA는 교대배열 (syndiotactic) PVA, 47

∼54%를 혼성배열 (atactic) PVA 그리고 46%이

하인 PVA는 동일배열 (isotactic) PVA로 분류되

며, 교대배열다이애드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제조

된 PVA 섬유 또는 필름은 고강력 및 고탄성률을 보

유하며 내열성, 내습성 및 내열수성도 증가하게 된다.  

국내외에서 상용화된 PVA의 경우 수평균 중합

+ n NaOH
CH2 CH

OCOCH3 n

Poly(vinyl acetate)   

CH2 CH

OH n
+ n CH3COONa

Poly(vinyl alcohol)   

그림 2. PVAc의 비누화. 

nCH2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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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Ac의 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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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0∼4,000의 범위이고 저분자량과 고분자량의 

PVA들을 동일한 중합 방법으로 제조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PVA는 분자량뿐만 아니

라 비누화도 및 입체규칙성에 의해서도 그의 물성

이 광범위하게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PVA의 물리적인 성질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PVA의 분자량, 비누화도 (그림 4) 및 교대배열성

이 높아야 하는데, 이 중 고교대배열 및 초고분자량의 

PVA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VAc가 아닌 다른 단량

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중합방법의 개선이 요구되

므로 각각의 산업적 용도에 적합한 PVA 수지를 제

조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공업적으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3. PVA 수지 합성 동향  
 

PVA는 합성 고분자 중에서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 분자 변수의 조절에 의해서 수용성과 내

수성, 내환경성과 이분해성, 그리고 친수성과 친유성 

등의 상반된 특성을 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1). 

이와 같은 특성을 발현하고 제어하여 목적지향형 원

료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국내의 PVA 관련 기술은 시

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거대 기업에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상당하다. 또한 우리나라 PVA 관련 

산업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와 함께 내수 수요가 매

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 구

조는 비록 (주)동양제철화학이 PVA의 국내 생산을 

시작한 이후로는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2001년 기준으로, 연 6,128톤 (13,833천불) 정도의 

 

그림 3. 일반적인 PVA의 제조공정의 흐름도. 

 

그림 4. PVA의 분자량 및 비누화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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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 수입되고 있으며, 수출되는 원료의 양은 9,036

톤 (12,505천불)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수입된 PVA 원료중 일본과 싱가포르의 고급품이 차

지하는 비중이 70%에 근접할 정도로 일본과 싱가포

르에 대한 의존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PVA 수지제품의 고급화 및 규격화를 위한 체계

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주)에이스디지텍 등 여러 산업계와 영남대학

교 등 학계에서도 기존 제품에 비해 중합도를 높인 

제품개발에 착수하고 있는데 중합도가 3,500∼4,500

인 고중합도 PVA는 물론이고 중합도 5,000 이상

인 제품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중합도가 100 

이하인 올리고머 저중합도 PVA제품의 공업화도 추

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합도 및 경화도 분포조절, 

변성 PVA에 의한 고기능화 연구, PVA 히드록시기

의 입체배열을 규제한 고입체 규칙성에 의한 고기

능화 제품 전환 및 고부가가치 제품 연구개발등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PVA는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을 지속

하고 있는 제품으로 특히 지난 94년은 21만 톤의 수

요를 창출했다. 신제품개발 동향을 보면 수용성 용융

성형수지, EPS (expandable polystyrene) 완충재 

대체품, PVA와 스타치 블렌드 제품이 에코케미칼 

상품으로 등장했다. 이 합성제품은 플라스틱폐기가 

지구환경 보전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

는 상황과 관련하여 수용성과 수중에서 쉽게 붕괴

되는 성질로 인해 향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PVA의 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를 향상시켜야 한다. 분자량을 증가시키

기 위해서는 VAc의 중합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일반적인 PVA의 중합법에 의해서는 얻어낼 수 없는 

혼성배열 고분자량 PVA 및 교대배열 고분자량 PVA

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림 5의 단량체들을 이용하는 

중합방법의 개선이 필요한데 연구방향도 크게 벌크

중합, 용액중합, 에멀젼중합 및 현탁중합의 네 가지로 

나뉜다.  

벌크중합은 중합계 내에 단량체만이 존재하기 때

문에 연쇄이동의 확률이 다른 중합법에 비해 낮으므

로 상대적으로 고분자량의 PVA를 얻어낼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개시제로 benzoyl perox-

ide(BPO),5-7 benzoyl stearoyl peroxide,8 distea-

royl peroxide와 dilauroyl peroxide9 및 difuroyl 

표 1. PVA의 일반적 특성 

항목 특성 비고 

외관 및 색상 백색 및 Ivory 의 입상 또는 분말  

저장안정성 건조시 안정 무습기 반영구적 보관 가능 

광 안정성 우수  

연소성 종이와 유사하게 연소  

열 안정성 온도에 따라 다름 
ᆞ 100 ℃ 이상：서서히 분해 
ᆞ 150 ℃ 이상：급격히 변색 
ᆞ 200 ℃ 이상：급격히 분해 

산의 영향 
ᆞ 약산：유화 또는 용해 
ᆞ 강산：용해 또는 분해 

 

알칼리의 영향 
ᆞ 약알칼리：유화 또는 용해 
ᆞ 강알칼리：유화 또는 용해 

 

유기용제 강함  

내유성 동, 식물 및 그리스에 불용  

진비중 1.23∼1.31 결정화도에 연동 

겉보기 비중 0.5∼0.6  

비열 (×10-5/℃) 1.65∼1.67  

열팽창계수 7∼10  

유리전이온도 
85 ℃ 
58 ℃ 

* 비누화도 98% 이상 
* 비누화도 87∼89% 

결정용융온도 
230 ℃ 
180 ℃ 

* 비누화도 98% 이상 
* 비누화도 87∼89% 

수증기 통과율 500∼550 (10-9g*cm/cm2*h*torr) 20∼25 ℃ 

PH 5.0 이하 4% 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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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xide 등을10 이용하여 VAc를 벌크중합한 여러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표 2에서 알 수 있

듯이 VAc의 중합열이 다른 비닐계열 단량체들에 비

해 매우 높고,11 이로 인한 반응 속도 상승이 일어나

기 때문에 고분자량의 PVA를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없고 점성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아 높은 수준의 

전환율을 얻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Wu와 West는12 VAc를 자외선으로 개시반응시켜 

여러 저온에서 벌크중합하여 얻어진 초고분자량의 

PVAc를 완전 비누화하여 고유점성도가 5 (dL/g)를 

넘는 초고분자량의 PVA를 합성하였고, Imai 등은13 

VAc를 60 ℃에서 극소량의 2,2’-azobisisobuty-

ronitrile을 개시제로 벌크중합하여 얻은 PVAc로부

터 고분자량의 PVA를 제조하였으며 VAc, 벤조산비닐, 

프로피온산비닐, 부티르산비닐 및 피발산비닐 (vinyl 

pivalate, VPi) 등의 여러 단량체를 벌크중합하여 

얻어진 전구체들을 비누화하여 제조한 PVA의 입

체규칙성을 분석하였다.14 Go 등은15 삼플루오르화 

초산비닐을 BPO를 개시제로 60 ℃에서 벌크중합

하여 얻어진 폴리삼플루오르화 초산비닐 (poly(vinyl 

trifluoroacetate))을 가아민 분해하여 수평균 중합

도 7,700 및 교대배열다이애드기 함량이 55%인 교

대배열 고분자량의 PVA를 합성하였다.  

Matsuzawa 등은16 삼플루오르화 초산비닐과, 그

와 유사한 단량체인 삼염화 초산비닐 (vinyl tri-

chloroacetate)을 여러 온도에서 각각 자외선조사 

벌크중합하여 그로부터 교대배열성이 차이나는 PVA

들을 제조한 결과, 중합 온도 0 ℃ 미만에서는 삼염화 

초산비닐을 중합하여 얻어낸 PVA가 교대배열성이 

우세하고, 중합 온도 0 ℃ 이상에서는 삼플루오르

화 초산비닐을 중합하여 얻어낸 PVA가 교대배열

성이 우세함을 확인하였다.  

PVA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용액중합은 반응

계에 존재하는 용매에 의하여 점성도와 발열의 조

절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에틸아세테이트,17-19 디메

틸 카비톨,17 초산,18 초산/물,20 디메틸 포름아미드, 

벤젠,22 알코올계23 및 염화에틸렌 등의24 여러 가지 

용매를 이용한 VAc의 용액중합은 많이 연구되어 왔

으나, 이 방법은 용매로의 빈번한 연쇄이동반응 때

문에 가지생성과 종결반응이 자주 일어나서 고분자

량의 PVA를 얻어내는데 불리하다.  

선형성이 우수한 PVAc를 합성하여 그로부터 고

분자량의 PVA를 얻어내기 위하여 저온 레독스 용

액중합이 많이 시도되었으나25-27 이 방법은 금속 촉

매에 의한 착색 현상과 전환율이 매우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Sorokin 등은28 diacyl oligomeric 

peroxide를 개시제로 VAc를 용액중합하여 수평균 

분자량 1,000,000인 PVAc를 합성하여 그로부터 

수평균 분자량 110,000의 고분자량의 PVA를 얻

어냈고, Nakamae 등은29 2,2’-azobis(2,4-dime-

thyl valeronitrile)을 개시제로 삼플루오르화 초산

비닐을 -78 ℃에서 자와선 조사 용액중합하여 얻

은 폴리삼플루오르화 초산비닐로부터 교대배열다이

애드 함량이 63%인 고교대배열 PVA를 제조하였으

며, Imai 등은13 여러 가지 비닐에스테르 계열 단량

체들을 용액중합하여 합성한 전구체들로부터 얻어

낸 PVA들의 교대배열성을 비교하였고, Kamiake와 

Ueda는30 acylphosphonate를 광개시제로 이용하여 

VAc를 자외선조사 용액중합하여 얻어진 고분자량의 

PVAc로부터 고분자량의 PVA를 제조하였다.  

에멀젼 중합은 중합도와 중합속도를 동시에 상승

시켜줄 수 있는 중합반응계이지만 VAc는 다른 비

닐계열 단량체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성장반응속

도와31 이 중합계에서의 높은 중합반응속도에 의한 

CH2 CH

OCOCH3

CH2 CH

OCOC2H5

CH2 CH

OCOC3H7

CH2 CH

OCOCCl3

CH2 CH

OCOCF3

CH2 CH

OCOC

CH3

CH3

CH3

(a)  vinyl acetate (b) vinyl propionate

(c) vinyl butyrate (d) vinyl trichloroacetate

(e) vinyl trifluoroacetate

(f) vinyl pivalate  

그림 5. 혼성배열과 교대배열 PVA 제조를 위한 단량체. 

표 2. 여러 가지 단량체들의 중합열량 

Monomer -∆H(kcal/mol) Monomer -∆H(kcal/mol) 

Ethylene 22.7 Acrylonitrile 17.3 

Vinyl acetate 21.3 Styrene  16.7 

4-Vinyl pyridine 18.7 Methyl methacrylate 13.6 

Methyl acrylate  18.6 α-Methyl styren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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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생성 반응 때문에 고분자량의 PVA를 얻어내

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개시제로 potassium peroxodisulfate (KPS)을 

사용한 VAc의 에멀젼중합에 관한 연구는32-35 활발

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Friss와 Nyhagen은32 

VAc를 50 ℃에서 벌크중합 및 에멀젼중합하여 에

멀젼중합의 경우가 가지가 많이 생긴다고 보고하였

고, Friss 등은33 sodium dodecylsulfate(SDS)를 

유화제로 이용하여 VAc를 50 ℃ 및 60 ℃에서 KPS

로 개시시켜 에멀젼중합하였을 때 50 ℃에서 상대적

으로 큰 분자량을 얻었으며, 전환율이 증가함에 따

라 가지가 늘어나고 말단 이중 결합의 중합에 기인

한 가지들 보다 고분자로의 연쇄이동에 기인한 가

지가 우세하여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Bataille 

등은37 VAc를 KPS를 개시제로 하여 60 ℃에서 에

멀젼 중합하여 교반속도의 영향을 고찰하였는데, 교

반속도 150 rpm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수평균중

합도를 갖는 PVAc를 합성하였으며, Trivedi 등은36 

VAc를 KPS를 개시제로하여 43 ℃에서 동일한 액

량으로 에멀젼중합하였을 때, 물에 대한 단량체의 비

율을 크게 함에 따라 중합된 PVAc의 분자량이 서서

히 감소됨을 확인하였고, Lee와 Mallinson은38 유

화제로 각각 SDS와 긴 소수성 측쇄를 갖는 에어로졸 

OT를 사용하여 KPS를 개시제로 VAc를 중합한 

결과 긴 소수성 측쇄를 갖는 유화제를 사용하여 중

합한 PVAc의 분자량이 SDS를 사용하여 중합한 

PVAc의 분자량보다 작아지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0 ℃나 60 ℃에서 KPS를 개시제로하여 VAc

를 중합하여 얻어진 PVAc로부터 제조된 PVA들 

보다 우수한 물성을 보유하는 PVA를 얻어내기 위

하여 여러 가지 특수한 에멀젼중합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Nicolaev 등은39 manganese triacetylace-

tonate를 수용화시켜 저온 에멀젼중합의 개시제로 이

용함으로서 적은 양의 가지를 함유하는 수평균 분자

량 870,000의 PVAc를 합성하였고, Rozenberg 등

은40 VAc를 gamma선으로 개시시켜 12 ℃에서 2

시간 동안 에멀젼중합하여 얻어진 고분자량의 PVAc

로부터 수평균 중합도 3,200∼5,000의 고분자량의 

PVA를 합성하였으며, Lanthier는41 VAc를 -15 ℃

에서 gamma선 조사 에멀젼중합하여 초고분자량의 

PVAc를 합성하고 그로부터 수평균 중합도가 12,000

인 혼성배열 초고분자량의 PVA를 제조하였다. 최

근에 이르러 Yamamoto 등은42-44 -5 ℃ 진공하에서 

자외선을 조사시켜 VAc를 에멀젼중합한 뒤 비누화

하여 수평균 중합도 12,800 및 교대배열다이애드기 

함량이 53%인 혼성배열 초고분자량의 PVA를 합

성하였으며 교대배열기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VPi를 

VAc에 적용했던 중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0 ℃

에서 중합후 비누화하여 수평균 중합도가 18,000 및 

교대배열다이애드기 함량이 62.8%인 고교대배열 초

고분자량의 PVA를 제조하였고,45 VAc와 VPi를 자

외선조사 저온 에멀젼공중합하여 합성된 P(VAc/ 

VPi)공중합체를 비누화하여 PVA의 입체규칙도를 

조절하기도 하였다.46   

현탁중합은 에멀젼중합과는 달리 단량체에 녹는 개

시제와 현탁제를 이용함으로써 미세한 구형상의 중

합체를 반응계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매체의 존

재에 의한 점도와 반응열의 조절이 용이하여 개개의 

현탁입자의 중합기구가 벌크의 경우와 같다는 장점

이 있어서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그리고 폴리메

틸메타크릴레이트 등의 중합이 많이 이용되어 왔으

며 이러한 장점은 고분자량의 PVA를 얻어내기 위

한 선형성이 우수한 고분자량의 PVAc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VAc의 경

우 현탁중합은 중합된 bead가 곧바로 PVA로 비누

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현

탁중합에서 얻어지는 고분자의 분자량은 개시제의 농

도 및 중합온도에 의해서 조절되며 교반속도가 클수

록 입자의 모양이 균일해지고 분자량 및 전환율이 증

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현탁중합은 높은 전환

율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중합법으로 알려져 있

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PVA 수지의 응용  
 

PVA의 제품현황은 이미 개발된 상품이 신규 분야

에 적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착실하게 시

장을 형성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섬유의 종사호제 분

야에서 완전배합호제와 블렌드호제가 직물의 고급화

와 AJL (air jet loom)의 고속화에 따라 지속적인 수

요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력난 부족에 대한 

대책과 합리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지분야에서는 감열ᆞ감압지 분산제, 바인더 표면

코트, 잉크제트기 표면코트 등 특수표면가공, 정보 

기록지 용도, 신문지 경량화ᆞ컬러화 대응으로써 강

도보강, 인쇄잉크의 뒷면 번짐방지, 라이너 백판지의 

고지 재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풀방지, 표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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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인쇄 등에 이용되고 있다. 접착제 분야에서는 상온

경화형 내수목공접착제로써 순간ᆞ고속경화타입 고성

능화 수성비닐우레탄접착제, 수용성 핫멜트 접착제 등

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부화 현탁제로는 초산 EVA 

(ethylene vinyl acetate) 에멀젼의 내수성 향상제

로써 내수성 부화제가, PVC 중합현탁제는 주분산 및 

2차 분산조제와 함께 PVA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성

형용도에서도 PVA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동차프론트 유리에 이용되고 있는 폴리비닐

부티랄의 강화유리중간막은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일부에서 법령화되고 있으며 향후 다른 나라에서 법

령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용 안전

유리도 건설성의 행정지도로 인해 빠른 속도로 도입

이 추진되고 있으며, 무가소로 용융이 가능하고, 수용

성과 생분해성을 갖는 무가소성 PVA 용도가 확대되

고 있다. 또한 필름분야 용도개발도 급진전되고 있

다. PVA는 수용성, 수중 붕괴성, 생분해성 등의 특

징을 가지고 있는데 laundry back, 포장, 농약, 시

드테이프 등의 제품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편광판용 필름, 위상차 필름 등 액정표시용 특수필

름에도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

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LCD에 사용이 되고 있

는 부품소재는 대부분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LCD

에는 TFT 등의 구동 부품이나 액정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고분자가 사용되는 부품들이 이용되

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고품질 LCD의 개발에는 고

분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으며, 각 

LCD 부품에 사용되는 고분자의 특성을 고품질, 고

기능화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편광필름은 LCD 부

품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편광필름에 

독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PVA 필름은 광학적 성

질도 우수하여 필름을 형성하였을 때, 투명성이 우

수하고 연신했을 때 복굴절률이 높아 각종 광학용 고

분자 필름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낮은 내구성

과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의 요오드의 승화와 같은 단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상용되어지고 있는 

PVA 필름을 제조공정과 연신 조건의 개선으로 편

광필름의 편광효율을 높이고 높은 내구성을 향상시

키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섬유분야에서도 비닐론 섬유가 석면 대체섬유로서 

유럽 등지에서 공해대책용으로 시장을 늘려가고 있

다.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원자재의 1/3을 해외에

서 수입하여 그것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며, 총 

생산량의 약 70%를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의존형, 수

출주도형 산업구조이며, 의류용 섬유제품을 주생산품

으로 하여 2001년도에도 111억불의 무역흑자를 기

록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고고용창출 산업이다. 이

러한 섬유 시장 규모중 고성능 PVA로의 대체가 가능

한 산업용 섬유는 자동차, 건축 관련한 용도 시장이 

전체 73% 이상 점유하고 있으나, 그 성장세는 둔화

되고 있으며, 농경, 포장용 시장이 그 뒤를 따르고 있

다. 그러나 토목, 스포츠, 우주항공 분야는 전체 산업

용 섬유용도 시장의 점유율은 10% 내외로 규모는 크

지 않으나, 가장 빠른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고성능 PVA의 집중적인 섬유소재의 연구개발 분야로 

예상된다.  

최근 석면의 유해성이 지적되면서 새로운 대체섬유

가 요구되고 있지만, 석면의 가격 대비 성능을 능가하

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석면이 아직까지 가장 많이 이

용되고 있다. FRC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섬유는 

폴리프로필렌, 탄소섬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PVA 

섬유는 표면에 친수성기를 많이 갖고 있어서 다른 섬

유보다 많은 양을 첨가하여도 섬유끼리 aggregation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적어 콘크리트 보강용으로 우

수한 성질을 띠고 있다. 또한 강알칼리성에도 매우 강

하여 concrete내에서 취화될 수 있는 확률도 극히 적

어 FRC 보강제로는 우수한 성질을 띠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고강력 PVA 섬유 개발은 최근에 급속도로 진행되

고 있으며, 케블라와 같은 아라미드 섬유에 비해 저렴

한 가격과 고강력 폴리에틸렌에 비해 우수한 내열성 

등으로 인해 고강력 PVA 섬유의 산업용 재료로서의 

적용 용도가 성장,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용 섬

유로서 고강력, 고탄성, 내화학성, 고접착 특성 등은 

그 적용 분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용 섬유로 더욱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강력, 고탄성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내피

로성, 내열수성, 내열성 등 제반 특성들의 균형적인 개

선이 필요하며, 향후 추가 공업화를 위해 제조공정 비

용의 감소 및 공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들이 해결되면 

기존의 나일론, 폴리에스테르의 산업용 섬유시장뿐만 

아니라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등 고강력 

산업용 섬유 시장을 추월, 대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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