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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great percentage of apparel fabrics comprise knit products. A few apparel items are almost
exclusively made from knit products including sweaters, T-shirts, lingerie, and hosiery. In weft knits,
intermeshing yarn traverses the fabric crosswise. The production rate of knitting machines is about four
times higher than that of conventional looms i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fabric produced per unit
time. Knit apparels fabrics are noted for freedom of body movement, easy-care, resilience, soft draping
and quality.

The appearance of fabrics is of prime importance along with tactile features such as smoothness,
crispness, stiffness when we deal with the handling evaluation of the textiles. In practice,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fabrics judged by sighted evaluators, and it is perhaps logical, in attempting to
establish an effective fabric objective measurement system. It is worthwhile to make objective
measurement that correlate well with subjective evaluations made by sight and touch together.
However, it often imposes difficulties to effectively measure and analyze the appearance or optical
properties of the textile surface features. In this study, an attempt is made to provide a preliminary
approach to the analysis of the gloss property, which is one of the optical properties of fabrics. The
specimens range from 70/24 nylon 6 filament yarn knit fabric to 70/68 nylon 6 filament yarn knit fabric,
the latter being finer. A few three-dimensional models based on Peirce’s model of knit stitch have been
proposed and material properties were given to calculate the properties. Goniophotometric
measurements of the specimens were also carried out.

Key words: 3-dimensional model(3차원모델), goniophotometer(변각광도계), luster(광택), optical
properties(광학적특성), weft knit fabric(위편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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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편성물은 경위사가 교차되어 있는 직물에 비하여 신

축성, 다공성, 그리고 유연성이 높으며 제편과정 중에

서 필요한 형태로 성형이 가능하며, 구김에 대한 안정

성이 높고 드레이프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편성물을 필요로 하는 의류제품의 분야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합성섬유 방사기술의 향상

과 더불어 필라멘트의 섬도를 섬세하게 제조하는 공정

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섬도 필라멘트사는 일반적인 섬

도의 필라멘트사에 비하여 그 굽힘강성이 적어 유연한

감촉을 직물이나 편성물에 부여할 수 있으며, 합섬의

광택면에서도 부드러운 광택을 제공할 수 있다.

직물에서의 광택은 외관품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

자의 하나이다. 종종 눈부신 현상(glare)을 유발하는 과

도한 광택(gloss)은 합섬직물의 단점으로 지적 되어 왔

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아름다운 광택을 부여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직물의 광택에 향을 미치

는 인자는 섬유의 형태, 섬유 내부의 첨가제, 사의 꼬

임, 모우, 직물의 조직, 도, 후가공 등이 있다

합성섬유의 단면 형태 중 일반적 형상인 원형단면은

합섬 특유의 광택이 강하지만 이를 이형화(異形化)함으

로써 견이나 양모가 지닌 양질의 광택을 부여할 수 있

어 광택의 개선 혹은 변화가 가능하고 이형단면섬유에

크림프를 부여하게 되면 번쩍거리는 광택이 감소하게

된다. 동일한 단면적일 경우 원형단면에 비하여 삼각단

면사는 표면적이 약 1.3배 정도 증가하여 표면의 반사

광이 증대할 뿐 아니라 내부로 들어간 빛이 반복하여

반사되므로 광택이 증가하게 된다. 실크의 삼각단면형

상을 모방하여 방사한 실크라이크 소재는 실크의 광택

과 어느 정도 유사한 광택을 내게 된다. 또한 발색성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염착성을 높게 하거나, 섬유의

표면상태를 미세하게 거칠게 하거나, 빛의 파장수준의

미세한 요철을 형성하기도 함으로써 질적인 광택감을

표현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Furukawa 등1)은 편성물의 동적인 변형에 대하여 모

델을 작성하 다. 편성물의 변형을 컴퓨터에 의하여 실

시간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단순화된 변형모델2,3)을 사용

하 고, Peirce와 Leaf-Glaskin모델을 기초로 하 다. 편성

물의 변형은 루프의 변형, 실의 신장 등 실간의 교호작

용이 포함된다. 또한 교차된 부분에서의 마찰, 미끄러짐,

압축변형 등이 변형에 향을 미치게 된다. 정적인 변형

과 동적인 변형을 예측하는 것은 극히 복잡한 문제들을

수반한다. 이들은 이러한 예측 및 근사값의 계산을 위하

여 16개의 제어점(control points), f(u, v)을 사용한 bi-cubic

Bezier patch를 사용하 다.

한편 대량생산과정에서 직물, 편성물, 부직포 등은

검단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물리적인 결점과 색차

결점 등을 검사하게 되는데, 다양하며 다량의 검사데

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요구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4) 최근 전문적인력의 확보가 어

렵고 또 검사과정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미세한 결

점까지도 검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더욱 자

동화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에 사용되는 방법은 직접투과광 방식, 확산반사광 방

식, 정반사광 방식, 반사산란광 방식 등에 의한 검사이

다.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투과광 방식은 직단, 조직무

너짐, 구멍발생, 주름 등 도가 변화하는 직물의 결점,

슬럽(slub), 넵(nep) 등 사의 결점에 대한 검출이 가능

하고, 반사광 방식은 검출면의 정상적 변화와, 오염, 이

물질 혼입 등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검출이 가능하다.

직물과 편성물은 각기 경·위사가 교차하거나 편환

이 코스방향 혹은 웨일방향으로 배치된 것으로 현미

경적인 스케일로 보자면 지극히 다양한 입체적 구조

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을 편환으로 구성

하 을 때의 구조적 인자 중 필라멘트의 섬도의 변화

및 멀티필라멘트의 층별구성의 변화를 포함한 3차원

적인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선추적을 행

하여 이로부터 얻어진 화상과 실제의 합섬원사 즉

dpf(denier per filament)를 변화시킨 원사로 이루어진

편성물 시료의 광학적 특성을 비교하 다.

II.

1. 편환 모델

위편성의 기본 단위는 편환(stitch)이고, 이는 s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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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와 needle loop로 구성되어 있다. 편성시에 편침의

후크 쪽에서 이루어지는 편환이 표면이 되고 후크 반

대쪽에서 이루어지는 편환이 이면이 된다.

기하학적 편환모델 :

평편조직에 관한 기하학적 모델화의 첫 시도는

Chamberlain2)에 의한 것이며 Peirce5)는 이를 일반화하

기 위하여 3차원적 모델을 만들었다. 또 이를 기반으

로 한 후속 연구들6-8)이 발표되었다.5)

본 연구에서는 Peirce의 편환모델을 기본으로 하

고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있다.

Peirce 이론에 따라 O1 O2의 거리를 P’, O’O’’ 사이

의 거리를 W, 실의 지름을 d라고 하고 루우프 길이

와의 관계를 유도하 다. 여기서 W는 편지의 웨일

(wale) 간격과 일치하지만 P’는 실제의 l코오스(course)

간격 P보다 약간 크다.

P’ 2 = (4d)2－(2d)2 = 12d2

\P’ = 2¬
_
3d = 3.464d

또한 W는 wale간격으로

W = 4d

이다.

l을 단위 조직 당 루우프 길이(편환장)라고 하면

l = 4{1.5d(p - q) + 2d sin(q - j)}

이고,

j = sin
- 1

= 30̊  = 0.5436,

q - j = cos
- 1

= 41̊ 24.58’ = 0.7228,

\q = 1.2464 = 71̊ 24.6’

와 같이 나타낸다.

2. 소재의 외관과 광택

직물과 편성물은 그 기본적 구성, 즉 사용한 섬유소

재, 실의 번수, 꼬임, 경위사나 wale과 course의 도,

조직 등의 특성에 따라 표면의 질감과 광택이 다양하

게 변화한다. 이 때 광택이라 함은 윤기가 있는 표면

의 반사형태가 정반사에 가깝기 때문에 광원이나 다

른 빛나는 물체가 표면상에 비추어져 생기는 현상이

라고 할 수 있으며, 금속, 돌, 플라스틱으로 표면에 윤

기가 있는 것, 야채나 과일처럼 물기를 머금고 윤기가

나는 것이 광택의 사례가 된다.9)

섬유의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

이 있다.

Allen 등10)은 직물을 평행한 실린더형의 섬유 다발

로 보고 광학적으로 균일하며 광선의 파장에 비하여

섬유의 지름이 큰 것으로 표시하 다. 이 섬유들의 간

격은 이웃하는 섬유들로 인해 광로(光路)의 향을 받

지 않도록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 다. 또한 입

사광선은 집속광이고 시료의 평면에 대하여 법선을

구성하고 제1층 이후에도 입사광이 집속상태를 유지

한다고 가정하 다.

이 때 비율 t는 투과, r은 반사, a는 내층에서 흡수된

것을 나타낸다면,

t + r + a = 1

이 된다.

한편 제1층에서의 광로의 변화 이벤트를 각각 t1과
s1으로 정의할 때,

t1= =

s1=1+ =

여기서 k = t/r이다.

a는 섬유 내부의 빛의 경로의 길이를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즉 섬유의 굴절률과 입사광속의 입사각

의 함수가 된다. 일부의 입사광은 처음 굴절될 때 동

시에 반사되며, 이는 프레넬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여

(1-a)(1+t1)
(1+k)

t 2

1-r 2

k2(1-a)2

(1+k)2- (1-a)2

t 2

1-r 2

1.5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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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eirce’s Model에 따른 편성물 구조



기서부터 빛이 흡수에 의해 손실되고, 그 후에 다시

두 번째 굴절이 일어난다. 또 그 일부는 다시 굴절되

어 섬유에서 나오게 되고 그 나머지는 반사되어 섬유

내부에서 광로를 통하여 계속 진행하게 된다.

3. 광선추적법의 실제

광선추적법을 사용하면 미리 구성된 3차원적 입체

에 사실감을 부여할 수 있다. 광선추적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광원이 보내는 빛

의 방향을 세분하여 추적하는 정방향 광선추적이고

또 하나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광원방향으로 시선을

추적하는 역방향 광선추적법이다. 정방향 광선 추적법

은 역방향 광선추적법에 비해 자연현상을 좀더 충실

하게 모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광원이 보내는 여러

방향의 광선을 모두 추적하여야 하는 비능률적인 면

이 있다. 수많은 방향으로 세분화시킨 광선들을 모두

추적하더라도 대부분은 관찰자의 눈으로 들어오지 못

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광선이 눈에 입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원의 광선을 무수하게 분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실현이 어렵다. 반면에 역방향 광선 추적

법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광선만을 추적한다.11-19)

또한 물체의 각 부분에 물체의 속성인 색과 투명도

를 조절할 수 있다. shader는 텍스쳐를 물체에 부여할

수 있다. 광원은 점광원, 면광원, spot-light등이 있으며

카메라는 초점거리를 바꿀 수 있고 촬 각도 변화시

킬 수 있다.

이러한 광선추적 프로그램은 BMRT, POV-Ray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POV-Ray를 사용하 다.

III.

1. 시료

실의 데니어를 고정하고 구성하는 모노필라멘트의

섬도가 다른 원사를 비교하기 위하여 70데니어 필라

멘트사의 모노필라멘트 당 섬도가 다른 평편 조직으

로 편성하 다.

2. 모델화

1) 3차원 모델의 구성을 위한 중심선의 작성 및

모노필라멘트와 멀티필라멘트사의 편환모델

앞에서 언급한 Peirce의 모델을 중심선으로 하여 섬

도의 변화에 따른 합성섬유 필라멘트사의 3차원적 모

델을 구성하 다. 즉 Peirce의 모델을 기초로 이 중심

선을 따라 지름이 d인 모노필라멘트 혹은 멀티필라멘

트가 형성되는 3차원모델로 구성하 다. 이 때 필라멘

트사의 단면은 원형으로 가정하 다. 또한 3차원 모델

을 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McNeel사의

“Rhinoceros”를 사용하 다. 이와 관련된 스크립팅

(scripting) 소프트웨어로서“Rhinolator”를 사용하여 프

로그램을 작성하 다.

2) 굵기를 달리한 모노필라멘트/멀티필라멘트의

모델화

편의상 d=2(“Rhinoceros”상의 단위임)로 하여 모델

을 시작하 다.

모노필라멘트/멀티필라멘트의 섬도 변화 비교를 위

하여 중심선을 따라 모노필라멘트의 경우에는 최대한

으로 굵게 모델화하 는데 임의의 값으로 d=2로 하

다. 멀티필라멘트인 경우 3개의 모노필라멘트가 동

일한 층에 배치되도록 하는 경우에 d=0.334로 하 다.

또 5개의 모노필라멘트가 동일한 층에 배치되도록 하

는 경우에 d=0.2로 입체를 구성하 다.

3) 멀티필라멘트의 층별 효과 비교

멀티필라멘트로 구성되는 실은 1개 층에 모두 배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된다. 멀

티필라멘트의 층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한

지름의 모노필라멘트 1개 층으로만 이루어진 모델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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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료 목록

기호 소재 지름 Denier per filament

70/24 Nylon 19.02 2.92

70/48 Nylon 13.45 1.46

70//68 Nylon 11.30 1.03

기호 소재 지름 Denier per filament



2개 층인 모델, 3개 층인 모델을 구성하고 이 모델들

에 원거리에서 광선을 비추고 광선의 반사와 굴절을

추적하도록 프로그램하 다. 멀티필라멘트인 경우 제

1층에는 5개의 필라멘트가 일정 간격을 두고 배열되

어 있는 것으로 하고 2층에는 4개의 필라멘트로 구성

하고 제3층은 5개가 배치되도록 하 으며 이 간격은

지름의 2%로 하 다.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에는 빛의 투과/굴절 등의 계산이 달라져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고자 하 다.

3. 3차원적 편환모델에 대한 광선추적

(Raytracing)

굴절률은 나일론 섬유의 값을 기준으로 niso=1.54로

설정하 다. 이는 섬유축 방향으로 평행한 굴절률(n//)

을 1.582, 수직인 굴절률(n⊥)을 1.519로 할 때, niso=

(n//+2n⊥)의 식에서 계산하여 구한 값이다.20) 필라멘트

사의 색상은 RGB <0.2,.0.45, 0.8> 로 설정하 다. 이는

navy blue에 가까운 색상이다.

또한 입사된 광선이 투과/반사하는 반복수를 25회

까지 계산하도록 하 는데 이는 계산상의 부담을 고

려한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설정값은 광선의

계산한계를 벗어나 검은색으로 표현되지 않는 최소값

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모노필라멘트/멀티필라멘트의 섬도변화

시료의 광선추적

광원의 색상은 백색광원으로 가정하 고 Red, Green,

Blue 각 <1, 1, 1>로 설정하 다. 바탕색은 회색으로 하

는데 이 때의 RGB값은 각기 0.627로 설정하 다.

광선추적의 결과물은 BMP 형식으로 저장되었으며,

화상의 크기는 640×480혹은 800×600으로 하 는데

이는 원하는 정 도의 모노필라멘트 당 화소 수를 고

려하여 변경하 다.

2) 멀티필라멘트사의 층별 비교를 위한 모델의

광선추적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다만 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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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9개의 필라멘트 중 1개 필라멘트의 메쉬(mesh)에 의한 표현 (Rhinoceros사용)

<그림 3>  3층 구성



상의 크기가 800×600으로는 섬세한 섬유들의 구분이

나 광택의 미세한 변화의 측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에 화상크기를 1024×800으로 설정하 는데 이 때 화

상의 크기증가는 프로그램의 수행시간을 좀 더 필요

로 하지만 비교적 수행 가능한 시간 내(약 30분 수행)

에 완료될 수 있었다.

4. 화상분석

화상분석용 프로그램인 Scion image, 혹은

HLimage97++을 사용하 다. 획득한 화상은 BMP형

식이었고 이를 화상분석21-23) 프로그램 중 개체분석

(blob analysis)방법을 사용하 다. Threshold(임계치,

역치)를 일정한 값으로 정하 다. 개체 당 최소화소수

는 20으로 하 다. 즉 20이하의 화소는 개체로서 계산

하지 않도록 하 다. 개체당의 면적(Total area, parent

area, child area), 개체의 roundness, 개체의 maximum

radius와 minimum radius를 분석하 고, 각 개체의 데

이터를 MS Excel로 이송하여 연속적인 분석이 가능하

도록 하 다. Roundness는 0와 1 사이의 값으로서 개

체가 완전한 원일 때 1이 된다. 평성물의 광택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입사각과 수광각을 변화시키면서 측정

할 수 있는 일본 Tokyo Denshoku사의 변각광도계를

사용하 다.

IV.

1. 3차원입체 편환 모델의 광선추적 결과

1) 지름을 변화시킨 모델의 광선추적 결과

각 편환을 구성하는 필라멘트의 지름을 변경시킨 3

차원 모델을 구성하고 광선추적을 수행하여 화상을

구성하 다<그림 4>. 관찰점의 위치는 편환 중 leg부분

에서 광원에서의 광선이 반사되는 것이 보이도록 배

치하 다. 이 화면에서는 head부분의 우측, leg 부분에

서 중앙에서 약간 하단, 그리고 foot부분에서는 우측하

단에 반사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개의 필라멘

트로 이루어진 편환(그림 우측)의 경우 밝은 반사광의

주위에 약간 덜 밝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관

찰시점에 가까운 표면을 통하여 내층으로 굴절하여

들어간 광선이 관찰시점에서 먼 이면, 즉 필라멘트의

내면층과 공기층의 계면에서 다시 반사하여 오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좌측의 다수의 필라멘트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만 화상의 해상도로 인하여 이

러한 현상이 잘 관찰되기 어렵게 된다. 이 중에서 이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개를 조합하여 실제

의 평편(plain stitch)과 같은 형상으로 구성하 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leg부분, 즉 face loop의 중앙

부분이 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화상분석을 진행하 다.

화상처리에서 임의의 역치를 상회하는 부분을 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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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필라멘트 지름 변화에 따른 모델

<그림 5>  필라멘트 지름 변화에 따른 모델의 이치화 화상



으로 하여 이치(二値, binary)화 하 다. 이 부분을 <그

림 5>에 검은 색으로 표시하 다.

이는 편환을 구성하는 실의 모노필라멘트의 섬도가

변화할 때의 조건을 모사하여 구성한 것으로서 굵기

가 가늘어질수록 광택 개체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화상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개의 편환을 기준으로 이를 구성하는 각 모

노필라멘트상의 광택개체의 면적의 합을 구한 결과

<표 2>와 <그림 6>에서와 같이 3필라멘트에서 모노필

라멘트로 갈수록 면적의 합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편환의 leg부분의 광택개체의 양이 모노필라멘트

가 굵은 쪽이 많은 것 즉 광택의 양이 많은 것을 뜻한

다. 또한 각 개체의 길이(maximum radius로 계산함)도

모노필라멘트 쪽이 길게 나타난다. 그리고 각 광택개

체의 평균면적도 5필라멘트가 39화소 수준임에 비하

여 3필라멘트는 108, 모노필라멘트는 681화소로서 급

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편환

을 구성하는 필라멘트사 중의 모노필라멘트 섬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동일한 실의 데니어일 때 광택을 나

타내는 개체의 수는 증가하나 광택개체들의 합 즉 각

편환에서의 광택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광택의 양도 감소할 뿐 아니라 광택의 질에서 부드러

운 광택이 표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광택개체의 roundness를 분석한 결과 광택의 원

형도가 모노필라멘트 섬도가 감소할수록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비교적 둥 게 보이던 광택이 모노

필라멘트의 섬도가 감소하면 길어지게 된다. 이는 특

히 광택의 이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 결국 모노필라멘트의 섬도가 큰 것은 관찰 방향이

변화하더라도 광택의 변화가 심하지 않으나 섬도가

낮은 것은 관찰 방향이 변화할 때 더욱 변화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층수를 변화시킨 모델의 분석

<그림 7>에서 좌측은 1층배열의 바로 위에 4개의

모노필라멘트가 배열된 2층배열 모델(5+4)이며, 우측

은 중앙의 2층배열 모델 바로 위에 5개의 모노필라멘

트가 배열된 3층배열 모델(5+4+5)이다. 모든 모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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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미지 분석 결과

Mean area of Sum area of Number of Roundness Length MinRadius

glossy object glossy object objects (Max radius)

3filament 108.33 650 6 0.15 24.04 0.91

mono filament 681 1362 2 0.5 29.09 6.45

Mean area of Sum area of Number of 
Roundness

Length 
Min Radius

glossy object glossy object objects (Max radius)

<그림 6>  필라멘트수 및 굵기 변화에 따른 면적 및 길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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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ayer수에 따른 모델



라멘트는 동일한 굴절률과 색상이다. 이 때 색상은 3

층 배열된 모델이 화면상 2층 배열에 비하여 짙게 느

껴졌다.

또한 광택부분을 화상분석하기 위하여 2치화한 화

상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표 3>은 광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층 모델의

경우 광택개체 면적이 93.4, 3층 모델은 120.1로서 3층

이 되는 경우 가장 넓은 광택개체의 면적을 보이고 있

다. 이것은 3층 모델의 경우 최상위층의 필라멘트 층

으로 입사된 광선이 굴절하고 투과하여 두 번째 층의

표면에서 다시 반사하여 최상위층으로 빛이 나오며,

마찬가지로 가장 하부의 층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두 번째 층을 거쳐 최상위층으로 빛이 나와 광택의 증

가가 인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Roundness는 모델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

으나, 이 중 3layer가 비교적 roundness가 낮은 편이다.

2. 편성물시료의 광택분석

현미경 하에서 편성물 시료를 관찰하고 광택을 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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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Layer 수에 따른 모델의 이치화 화상

<표 3>  Layer 수에 따른 모델의 이미지 분석 결과

Mean area of glossy objectSum area of glossy object Number of objects Roundness Length

(Max radius) MinRadius

2layer 93.4 934 10 0.153 23.321 0.661

3layer 120.1 1201 10 0.128 27.183 0.813

Mean area of Sum area of Number of 
Roundness

Length 
MinRadius

glossy object glossy object objects (Max radius)

<그림 9>  Layer 수에 따른 모델의 이치화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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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광택개체 면적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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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광택개체의 평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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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하여 gray scale 화상을 비교하 다.<표 4>

광택개체의 평균 면적은 70/24가 가장 크며(78.4화소),

구성하는 모노필라멘트의 섬도가 낮은70/68은 광택개

체의 평균면적이 낮다.<그림 10> 전반적으로 모노필라

멘트의 섬도가 섬세해질수록 광택개체의 평균면적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료별로 각 광택개체의 면적의 합은 70/2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70/48, 70/68순서로 나타남으로써 전

반적으로 섬도가 가늘어질수록 광택개체 면적의 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1>

Roundness는 70/68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

는 개체의 길이가 짧은 것, 즉 개체의 크기가 다른 시

료에 비해 전체적으로 작은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생

각된다.<그림 12>

한편 고배율의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촬 하는 경

우 입체적인 변화가 심한 편성물의 경우 분석을 위하

여 한 부분에 초점을 고정하게 되면 그 옆의 부분은

초점이 흐려지게 되어 광택의 크기가 실제와 달라지

는 등 분석상의 어려움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대비 광택도

대비 광택도는 확산광 강도에 대한 정반사광 강도

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경면 광택도보다 눈의 감각에 가까우므로 주관적인

광택도라고도 부른다. 입사각 45도에서의 wale방향의

대비광택도를 분석한 결과 전시료에 대해서 1.0으로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course방향은 0.8-0.9정도로

유사한 대비광택도를 나타내었다.

입사각이 60도에서의 wale방향 대비광택도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course방향인 경우 70/24의 대비

광택도가 0.8, 70/48은 0.6, 70/68의 경우 0.6으로 섬도가

가늘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입사각이 75도

인 경우 wale방향 대비광택도는70/24가 2.4로서 높고

그 다음은 70/48 그리고 70/68의 순서가 된다. course

방향인 경우 대비광택도는 70/24가 3.4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는 확산광에 대한 정반사광의 비율이 입사각

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많아지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wale방향과 course방향의 대비광택도의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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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광택개체의 Roundness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Number of objects Roundness

70/24 70/48 70/68
시료명

<표 4>  편성물 시료분석(배율100)

Mean area of glossy objectSum of area of glossy object Number of objects Roundness Length (Max

radius)50Min radius

70/24 78.400 392 5 0.523 9.662 1.207

70/48 68.800 319 5 0.510 9.590 0.820

70/68 53.000 212 4 0.870 5.834 1.359

Mean area of Sum area of Number of 
Roundness

Length 
50Min radius

glossy object glossy object objects (Max radius)

<표 5>  입사각에 따른 대비광택도

Wale방향의 Course방향의

대비광택도 대비광택도

70/24 1.0 0.9

입사각 45˚ 70/48 1.0 0.9

70/68 1.0 0.8

70/24 1.2 0.8

입사각 60˚ 70/48 1.2 0.6

70/68 1.2 0.6

70/24 2.4 3.4

입사각 75˚ 70/48 2.2 2.3

70/68 2.3 2.9

Wale방향의 Course방향의

대비광택도 대비광택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편환의 구조가 wale,

course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편성물의 경우 대비광택도가 방향에 따라 달라

지고 또한 입사각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비광택도의 측정이

입사각, 그리고 편성물의 방향에 따라 많은 향을 받

는다는 것으로 구조와 각도의 관계에 대한 면 한 조

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V.

Peirce의 모델에 근거한 편환모델을 3차원적으로 구

성하여 필라멘트사의 섬도와 층수의 변화에 따른 광

학적특성을 분석하 다. 여기서 입체적인 모델을 구성

하여 광선추적(Raytracing)을 적용하고 광학적특성의

변화를 컴퓨터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직물과 대비하

여 비교적 입체적인 특성이 강한 편성물의 광학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각 편환을 구성하는 필라멘트의 지름을 변경시킨

3차원 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굴절률을 부여하여 광선

추적을 수행한 결과 광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택의 양의 변화와 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고 또

한 섬도가 감소함으로써 보다 부드럽고 섬세한 광택

이 형성된다는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 다.

2. 동일한 섬도의 필라멘트 모델의 층수를 증가시키

면 최상위층의 반사광이 증가하는데 이는 투과되어

들어간 광선이 중간층이나 하위층에서 다시 반사되어

올라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색상은 층수

의 증가와 함께 짙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광택개체의 평균면적을 편성물시료에 대하여 분

석한 결과 70/24가 가장 크고 70/68의 평균면적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의 섬도가

섬세해질수록 광택개체의 평균면적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며, 이는 위의 모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화상을 획득하는 경우 입체적인 굴곡이 비

교적 많은 편성물 시료에서 여러 부위의 초점을 맞추

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 입체적 모델화에 의한 보

완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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