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산업학회지 J. Kor. Soc. Cloth. Ind.
제8권 제5호, 2006 Vol. 8, No. 5, pp.562-570(2006)
＜연구논문＞

562

스티치 트랜스퍼 니트 조직의 조형적 적용

- 여성 니트웨어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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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ve Application using Stitch Transfer Knitting Structure

- Focused on Making Process of Women's Knitw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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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nit industry requires versatile knit designers who have to control whole process such as material select,
color, type of machine, technique, structure and shape. In other words, knit designers urgently need to interplay between
technology and design aesthetics. It becomes essential to learn and master basic principles of knitting in order to design
and develop effectively for innovative knitwear desig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fresh methodology
through examining the various applications of ‘Stitch transfer knitting structure’ used in women’s knitwear design devel-
opment. Stitch transfer knitting structure is one of the most popular techniques among various basic knitting methods.
Eight knitwears were designed and produced with various types of formative applications which differ from existent stitch
transfer knitwears of flat and simple style in the market. These are produced by computer knitting machine ‘Shima Seiki
122S’ and programmed by ‘Knit CAD’ software. Among various basic stitch transfer pattern, ‘Leaf’ pattern is selected as
a most effective example for this study. This fabric applied to collar, sleeves, body pattern and accessories as formative
decor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of methodology helps to get open mind and to indicate possibility to develop and
show creative and innovative knitwear and knitted texti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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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니트는 패브릭을 제작하는 가장 오래된 기법 중 하나로 원

시적인 수작업 기술로부터 현재의 최첨단 무봉제 니트 기술까

지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의 니트 의류제품은 1962년부터 수출

이 시작되면서 질적·양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의류수출의

주요 품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3년 UN무역통계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중국, 미국, 터키에 이어 세계 섬유산업규모 5위

인 우리나라의 섬유 수출품목 중 편직물부문 수출은 15.6%로

세계 1위에 있다. 

또한 한국 무역협회의 ‘대한민국 2004’에서 ‘편직물 수출’은

한국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11개 부문중 ‘대학이상

이공계 졸업생 비율, 선박 수주 건조량, D램 매출액, TFT-LCD

출하, CDMA단말기 판매, 초고속인터넷 보급, 냉장고 수출’등과

함께 포함되고 이중 편직물과 냉장고 수출은 5년 동안 굳건히

세계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05). 최근 다양한

여가생활과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니트류와 기타 기능성 소재

의 수요가 직물류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제작되어 있는 일반직물 혹은 기타 소재들을 선택하여

디자인을 전개하는 방식과는 달리 니트웨어 디자인은 원사의

종류와 색상 그리고 원하는 조직 및 적합한 기계종류의 선택도

해야 하므로 니트 디자이너가 고려하고 점검해야 할 범위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따라서 니트웨어 혹은 니

트 패브릭 디자인을 위해서는 공예와 디자인감각, 기술, 패션

미학 간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Sandy, 2002). 

전 세계적으로 니트류에 관한 전망을 밝게 내다보고 있는 상

황에서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

고 절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니트 분야에 있어서 전문화된 교

육 및 체계적인 산업시스템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현실이다. 니트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력보다는 해외컬렉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디자이너와 소비자들, 그리고 여전히 해외 브랜드들

의 OEM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국내 니트 산

업의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생산기반이 중국과 동남아등지

로 이동하면서 산업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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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니트 관련 교육을 받고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능력과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의 전문 디자이너들과 유명 브랜드에 비

해 차별화된 고급 니트웨어 디자인을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고부가가치 니트 산업

육성을 위한 관심과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해외 유명브랜드에서 선보이는 니트웨어 디자인의 많은 장

점 중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에 충실하

며 기본을 어떻게 적절하고 기발하게 트렌드에 맞게 적용시킬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이 ‘기본’이라는 것에는 소재나 실루엣,

색상, 테크닉 등등 많은 의미를 내포하지만, 그 중 본 연구에

서는 기본 니트 조직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게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 니트 조직들 중 단순한 헴(Hem) 라인 가장자리 부분의

장식적인 효과 혹은 평면에서의 잔잔한 텍스추어와 레이스 패

턴의 여성스런 느낌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스티치 트랜스

퍼(stitch transfer)기법과 그 조직을 이용하여 여성 니트웨어 디

자인과 제작을 통해 기존에 이 조직이 흔히 쓰이던 부분이나

방식이 아닌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 연

구는 트렌드에 맞게 컨셉을 설정해서 디자인을 전개하는 과정

을 보여주기보다는 스티치 트랜스퍼 조직 외에도 다른 종류의

기본 니트 조직 및 기법을 이용해서 현직 니트 디자이너와 학

생들 그리고 니트 교육자 등에게 다양한 디자인 전개와 적용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니트의 개념 및 분류

니트(Knit)의 어원은 영어의 묶다(to tie in) 혹은 매듭짓다

(with a knot)를 의미하는 색슨어의 니탄(cnyttan)에서 비롯되었

다(Richard Rutt, 1987). 니트는 루프(loop)를 기본으로 이어진

한 가닥의 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료와 기법을 불문하

고 실로 뜨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한국의류산업협회, 2005). 

패브릭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경사와 위사로 직

조되는 직물(Woven)류와 경사 혹은 위사중 하나를 이용해 형

성되는 편물(Knit, Non-Woven)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Non-

Woven류를 다시 직물류와 편물류가 아닌 펠트류를 다른 한 파

트로 분류하기도 한다. 니트는 니트 기계의 발명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기계 니트의 출현 이전의 기법들은 손에 의한

Table 1. 수공예 니트의 분류

종류 도구 기법과 형태 특징

너팅(Knotting) 손

   

·가장 오래된 수공예기법으로 인식됨 

·꼬고 묶어서 로우프를 만드는 기술로 발달됨

마크라메(Macrame)

  

기본코드

     

·Netting의 다른 이름으로도 쓰임

·오브제 부착으로 장식성부여

태팅(Tatting)

    

·동양에서부터 시작되어 특히 17C에 유행했던 Knotting에서부터 발전

·태팅 북을 이용

브레이딩(Braiding) 손

   

·엮거나 땋아서 질기고 짜임새가 재미있는 텍스추어 제작

네팅(Netting)

      

·짐승과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만들기 위해 원시인들이 사용했

던 가장 오래된 기술 중의 하나

낼바인딩(Nalninding)

      
·실로 둥글게 만든 눈 속에 다시 실을 집어넣는 방식을 반복

·신축성 및 구조의 단순성

·패브릭의 개방적 구조

크로쉐(Crochet)

 

 
·이중적인 내부고리로 연결

·실과 코바늘만의 간편성

·구조의 장식적 패턴화 가능 

스프랭(Sprang) 다양한 프레임 

    

·고대부터 신축성 있는 패브릭을 만드는데 이용

·꼬기, 엮기등의 단순구조

니트(Knit, 협의)
대바늘, 코바늘, 현대의 공

업용 니트기계

 

·유연성, 형태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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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수작업이 필요하므로 모리스의 미술 공예 운동에 착안

하여 수공예 니트(Handicraft Knit)로, 기계에서 니팅 과정을

거치는 것을 기계 니트(Machine Knit)로 나눌 수 있다(권진,

2005). 수공예 니트에는 제작기법과 방식, 조직과 도구 등에 따

라 Table 1에서처럼 너팅(Knotting), 마크라메(Macrame), 태팅

(Tatting), 브레이딩(Braiding), 네팅(Netting), 낼바인딩(Nalbinding),

크로쉐(Crochet), 스프랭(Sprang), 협의적 개념의 니팅(Knitting)

등으로 나뉜다.

기계 니트의 분류는 편성방법에 따라 크게 가로방향으로 짜

는 위편(Weft Knitting)과 세로방향으로 짜는 경편(Warp

Knitting)으로 분류한다. 위편 니트는 대바늘을 사용하는 핸드

니트를 응용하여 기계화한 것으로 기본조직은 평편(single knit,

plain stitch), 고무편(rib), 펄편(purl stitch), 양면편(interloch

stitch), 턱 스티치(tuck stitch), 미스 스티치(miss stitch)등이 있

고 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여러가지 변화조직을 만든다. 경편

니트는 환편기가 아닌 횡편기에서 생산되는데, 경편의 트리코

트(tricot)나 랏셀(raschel)기 모두 일반적으로 하나의 베드

(single-bed machine)를 이용해 편직하고 트리코트에서 두 개의

베드(double-bed machine)는 따로 밀러니즈(milanese)로 분류되

고, 랏셀에서는 파일직 등을 편직하는데 쓰인다(이선희, 2003).

2.2. 니트 의류 제작방법

니트 의류를 제작하는 방식은 재단과 봉제(cut & sew), 성형

과 링킹(fully fashioning & linking), 무봉제(seamless, integrally

knitting)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단과 봉제

(cut & sew)방식은 의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각각 잘라서,

이를 봉제를 통해 만드는 방법으로 환편기나 경편기에서 편성

된 편직물을 사용해서 제작하는데 저가의 대량생산에 용이하다.

부분제단, 부분봉제 혹은 부분 쉐이핑(shaping)을 하여 제작하

는 경우를 컷 스티치 쉐이프트 방식(cut stitch-shaped)으로 좀

더 세분화하기도 한다(Terry Brackenbury, 1992). 성형과 링킹

방식은 자르지 않고 모든 부분을 횡편기에서 성형 편직하여 니

트용 링킹기계를 이용해 부분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고난도의

축적된 기술과 고급 노동력이 필요하다. 

무봉제방식은 가장 최첨단화된 방식으로 하나의 의류로 편

직하여 거의 봉제를 하지 않는 방법이다. 니트 의류 제작 공정

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고 가볍고 우수한 피트감으로 최근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문프로그래

머 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

은 있으나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섬유/패션 선진국들에서의 인

건비 상승에 대한 가장 매력 있는 해결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2.3. 국내 니트 산업의 위상과 문제점 

국내 니트 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3년 현재 사업체수가 8.9%, 종업원 수가 6.1%, 생산액이

2.4%에 달하고, 편직업만으로도 각각 1.3%, 1.0%, 0.6%를 차

지하고 있다. 또한 섬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9%, 50.7

%, 46.1%이고, 편직업체만으로도 각각 8.9%, 8.3%, 1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999년에 비해 사업체수와

종업원 수, 니트 의류의 수출은 소폭 감소된 것이다(한국의류

산업협회, 2005).

우리나라 니트 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시설의 노후와 설

비 과잉으로 들 수 있다. 시설의 노후는 효율성이 저하시키며

과당경쟁을 유발하는데 니트 분양의 총 보유설비는 1만 4,092

대로, 이중 1,562대(전체의 11.1%)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설

비이다. 둘째, 공정간 협력체제의 미비로 니트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각 공정 간의 업무개선 및 협업화가 필요하다. 셋째, 편

직업계의 단순 위탁 생산 체제로 국내 편직업체의 프로모션이

나 니트 업체의 단순 주문생산에 의존하는 등 편직물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

Table 2. 기계니트의 분류

종류 특성 및 용도 기본 원리

위편니트(Weft Knit) 횡편니트(평형편기, Flat Knit) ·편침이 직선으로 배열

·다양한 조직 및 실루엣 제작 가능

·풀 패션(full fashion)스웨터에 적합

    

환편니트(원형편기, Circular Knit) ·편침이 원형으로 배열

·실을 패브릭으로 바꾸는데 매우 빠름

·속옷, 스포츠웨어, 캐주얼웨어

경편니트(Warp Knit) 트리코트(Tricot) ·다공성으로 투습성과 통기성이 좋음

·안정성, 탄성, 탄성회복력이 큼

·란제리, 드레스, 블라우스, 셔츠

   

밀러니즈(Milanese) ·안정성과 우수한 드레이프성

·트리코트와 외양은 비슷하나 높은가격

·고급 란제리, 드레스

랏셀(Raschel) ·다목적성(다양한 종류 제작 가능)

·고급 망이나 레이스, 드레스, 수트, 커튼

·굵고 복잡한 실 사용가능(모토 카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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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문제점은 니트 의류 수입 급증으로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산 의류제품의 수입이 전체 수입

의 80%차지하는 등 생산 기반의 위축이 우려된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노후 과잉시설의 감축

및 시설개체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이 모두를 부담하기 보다는

정보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면사 등 소재업체와의 협력 강화로 재료 소재업체와

전문 디자이너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정간 협력 활성

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니트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

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 편직 생산체제로의 전환

으로 단순 주문생산에만 의존하는 편집업체가 자체 편직 기술

력과 창조적 디자인개발에 힘써 전문 편직 생산체제로의 전환

을 꾀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 니트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안정 등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의류산업협회, 2005). 

2.4. 혁신적인 니트웨어 디자인의 현황

전 세계적으로 니트웨어 전문브랜드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

은 편이고 니트웨어만으로 전체 컬렉션을 구성하기보다는 점차

토털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예전

의 니트 브랜드라는 의미보다는 니트가 독특하거나 비중이 높

은 브랜드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최고급 니트웨어의 조건으로는 소재의 질과 착용감 외에도

각 디자이너 브랜드의 아이덴터티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포인트

이다. 이 장에서는 현재 혁신적인 니트웨어로 인식되고 있는 몇

몇 디자이너 브랜드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다. 

이태리의 미소니(MISSONI)는 특유의 다양한 칼라 배색과

기하학적인 무늬로 기존 니트가 주로 이너웨어로써의 아이템으

로 전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장, 재킷, 드레스 등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전개한 니트 전문 디자이너 브랜드이다. 다양한 염

색 방식으로 자체 제작한 원사를 사용하고, 니트의 특성상 기

계의 종류에 따라 디자인 전개에 있어서 한계를 받는 것을 인

식하고 미소니 특유의 칼라풀한 세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편직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계를 개발할 정도로 처음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니트의 원리와 기본에 충실하다. 이러한 저력이 현재

의 미소니를 여전히 수십여년간 세계최고의 니트웨어 브랜드

인식하게 만드는 원천인 것이다.

프랑스의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은 니트의 장점중 하

나인 재단이 필요없는 완전한 풀리패셔닝(Fully-Fashioning)으

로 제작하여 스타일리쉬한 니트를 선보이는 디자이너이다. 기

존의 앞뒷면을 명확히 구분하던 고정방식에서 벗어나 풀리패셔

닝한 후 링킹(linking)한 부분과 니트의 뒷면을 겉으로 보여주

면서 니트웨어 디자인 방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영국의 카트리나 라드반(Catrina Radvan)은 소재마다의 특성

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소재 매치를 통한 다양한 효과를 선보

이는 디자이너이다. 예를 들어 Fig. 3은 튜뷸러 자카드 니트

(tubular jacquard knit)를 원형으로 편직할때 안쪽은 뜨거운 물

에 줄어드는 울계열 소재를 사용하고 바깥쪽은 줄어들지 않는

얇은 합성소재를 사용하여 편직한후 뜨거운 물에서 각기 다른

수축률로 생긴 새로운 공간의 디자인 포인트를 보여준다. 가장

기본적인 소재 지식들의 배합이 하나의 새로운 니트웨어 장르

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니트 전문 디자이너

는 아니었지만 최근 니트 수요의 증가와 DIY개념의 디자인 컨

셉 전개를 위해 니트를 이용한 A-POC(A Piece of Cloth)이라

는 컬렉션을 선보여 왔다. 산업용 컴퓨터 니트 기계는 프로그

램에 따라 연속적인 튜브 니트(tube-knit)형태로 편직이 가능하

고 이를 이용해 드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원통형 DIY 니트웨어

를 제작할 수 있다. 이세이 미야케는 이 기법을 옷을 만드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창조적인 니트 디자이너들

은 대부분 니트 관련 전문교육과 산업적 인프라가 구축된 선진

국에서 배출되었고 우븐과는 다른 니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

장 기본적인 특성들을 이용하여 각자의 아이덴터티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내에는 대부분의 니트 디자이너가 니트 관련 교

   

       

  Fig. 1. 미소니 니트웨어와 니트 기계.   Fig. 2. 소니아리키엘 

    '06 F/W컬렉션.

  Fig. 3. Catrina Radvan

    '98 F/W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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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지 않은 의상 혹은 텍스타일 관련 전공자들로써 니트웨

어의 특성을 살리기 보다는 니트를 하나의 패브릭으로 이용하

여 디자인을 전개하여 우븐과 다른 니트웨어의 장점을 보여주

지 못하고 있다. 

3. 스티치 트랜스퍼 니팅 및 니트웨어 제작

3.1. 연구방법 및 절차

시장조사와 문헌자료를 통해 스티치 트랜스퍼 기법이 사용

된 니트웨어를 조사하여 경향을 분석한다. 이 기법 및 조직의

조형적인 장점인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살려 접었을 때 생기는

새로운 조형성을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적용하여 여덟 스타일

의 여성 니트웨어를 디자인 및 제작한다. 조직의 실루엣과 조

형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 니트웨어의 기본적인 실루엣 속에

서 블랙, 아이보리의 색상제한을 두고 소재는 텍스추어가 없고

편직에 무리가 없어 불량률이 낮은 Wool Mixture를 사용한다.

편기는 Shima Seiki의 니트 프로그램 전용 ‘SDS-ONE'에서

‘Knit CAD’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프로그래밍 하고 Shima Seiki

사의 ‘SES-122S’컴퓨터 자동 횡편기에서 편직한다. ‘122S’에

서 앞의‘12’는 12Gauge를 의미하고, 다음의 ‘2’는 두개의 캠

(cam)을 그리고 마지막 ‘S’는 Sinker의 이니셜로써 편직시 편

직물이 뜨지 않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스티치 트랜

스퍼가 많은 조직의 편직시 용이하다. 

편직 및 봉제 방법은 앞뒤판과 슬리브 및 니트 부속은 성형

편직하여 링킹봉제하고 스티치 트랜스퍼 된 부분은 그 형태에

맞게 성형편직 혹은 재단하여 링킹봉제 한다. 트랜스퍼의 모티

브는 스티치 트랜스퍼 기법을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조직 중

하나인 나뭇잎(leaf)조직을 응용하여 제작한다. 하나의 느낌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너무 다양한 모티

브로 스티치 트랜스퍼 패브릭을 디자인 전개하지 않고 기본형

에서의 사이즈 및 간격 그리고 약간의 배색의 배치 등만을 조

절한다. 니트웨어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중

하나인 넥(neck)부분의 장식적 조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스티치

트랜스퍼 패브릭의 니트웨어 패턴과 액세서리로도 적용한다. 

3.2. 스티치 트랜스퍼 니팅 및 적용

스티치 트랜스퍼기법은 코(stitch, loop)를 옮겨가면서(transfer)

공간(spacing)을 만들거나 다양한 조직 및 실루엣을 만들어 가

는 방식으로 니트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법

및 조직으로 디자인시 트랜스퍼 포인트가 중요하다(Charles,

1972). 주로 레이스의 느낌으로 잔잔하면서도 여성스런 텍스추

어를 준다던지 혹은 트랜스퍼한 부분들의 라인을 강조하여 기

하학적인 느낌의 내부 디테일에 사용한다(Fig. 6). 

몸판이나 소매 가장자리(edge)부분에 기존의 심플한 라인에

서 벗어나 장식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Fig. 7). 이러한 스티치 트랜스퍼조직의 여성스럽고 다양한 장

식적인 느낌은 최근의 로맨틱 트렌드와 맞물려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조직중 하나이다. 트랜스퍼 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편직시

간이 늘어나고, 일반 편직할 때보다 트랜스퍼할 때 앞뒤 베드

(bed)의 움직임이 잦으므로 실의 탄력이 필요하고 여러 개의 루

프가 하나의 니트 바늘(Hook)에 합쳐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텍

스추어가 심한 팬시얀보다는 표현이 매끈한 종류가 적합하다.

Fig. 4. A-POC Making, Issey Miyake, 1998.

Fig. 5. SDS-ONE의 Knit CAD와 Shima Seiki 122S 컴퓨터 자동횡

편기.

Fig. 6. 다양한 스티치 트랜스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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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치 트랜스퍼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

는 ‘나뭇잎(leaf)조직’이 있는데 다소 로맨틱하진 않지만 조형

적이고 약간의 부조(relief)효과도 낼 수 있다(Fig. 8). 기본 원

리는 수직선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바깥방향으로 트랜스퍼를 하

다가 다시 중심방향으로 스티치를 트랜스퍼하여 나뭇잎 모양을

만든다. 

3.3. 니트웨어 제작 및 평가 

스티치 트랜스퍼의 형태는 나뭇잎(leaf)조직을 응용하여 편직

하는데 전체가 Fig. 9에서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선 방

향으로만 좌우에서 트랜스퍼시킨 프로그램을 한다. 표면에서의

방향성을 강조하고 또한 접어서 형태를 만들기에 좀 더 힘 있

는 패브릭을 얻기 위해 매2코스마다 양두조직으로 프로그램 한

다. 이 기본 틀에서 중심선 간격과 개수 그리고 편직물의 길이

등을 약간씩 조절하여 니트웨어의 다양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여러 사이즈의 샘플을 제작한다. 

각각의 중심선 방향으로 양쪽에서 모든 스티치가 트랜스퍼

와 동시에 양두조직으로 편직하기 때문에 중심선 부분을 양쪽

에서 조이면서 밀어 올리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편직 후 다소 날카로운 삼각뿔 형태의 실루엣과 텍스추어를 만

든다. 기본적인 스티치 트랜스퍼 패브릭은 색상의 배치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제작하는데, 하나는 단색과 끝단 배색으로 편

직하는 경우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first course)에 명암의 대비

를 주는 색상을 한두 코스 편직하여 라인의 조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Fig. 10). 편직 마지막 부분(last course)에 다른 색상으

로 편직 및 링킹으로 마무리한 경우에 비해 처음 부분에 배색

으로 편직하면 다양하면서도 좀 더 깔끔하고 도톰한 라인을 얻

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트랜스퍼의 방향성을 강조하고 만화

경 패턴(kaleidoscopic pattern)의 기하학적이면서도 확산되는 이

미지를 더하기 위해 블랙과 아이보리의 그라데이션 스트라이프

로 편직(Fig. 11)하는 것이다. 니트 제작 과정의 설명에 있어서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고자 중심선 부분의 뾰족하게 솟은 부분

을 ‘산’부분이라 칭하고, 그렇지 않고 내려온 부분을 ‘골짜기’

Fig. 7. Edge부분에서의 적용 예시.

Fig. 8. 다양한 Leaf 조직들.

Fig. 9. Knit CAD 프로그램. Fig. 10. 스티치 트랜스퍼 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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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라 칭한다. 이는 패브릭의 위아래 상관없이 어떻게 배치

를 하든지 패브릭의 위부분의 실루엣에 따라 산과 골짜기 부분

으로 칭한다. 

SES-122S 컴퓨터 횡편기는 베드의 폭이 좁은 숏 베드(short-

bed)이기 때문에 일반 편직시 최대 90 cm정도 폭으로 편직이

되지만 Fig. 10의 트랜스퍼 스티치 패브릭과 같이 수평으로 지

그재그 실루엣을 만들면서 폭이 60 cm정도로 일반 편직물에 비

해 대략 2/3정도의 폭으로 줄어든다. 이 편직물의 소재는 불량

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티치 트랜스퍼 기법에 가장 적합한

wool혼방을 사용한 경우로 다른 소재를 사용할 경우 줄어드는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Fig. 12의 니트웨어 1은 아이보리로 맨 끝단 두 코스를 먼저

편직하고 나머지 전부는 블랙으로 편직한 패브릭을 이용하여

목 부분에 니트만의 조형적인 장식성을 부여한 것이다. 가로 폭

6 cm 간격으로 7칸을 15 cm길이로 편직 후 중심선을 차곡차곡

접어서 아이보리 라인 배색부분 ‘골짜기’에 해당하는 포인트들

을 실과 바늘을 이용해 단단하게 고정, 연결시킨다. 샤프하고

얇은 느낌의 조형적인 형태를 만들고 경량감을 주기 위해 접은

상태에서 스티밍(steaming)하여 얇게 한다. 그 다음으로 고정시

킨 포인트를 중심으로 바람개비 모양으로 벌려가면서 스티치

트랜스퍼 편직물의 실루엣을 살린 브이넥 라인(V-neck line)을

만든다. 편직 폭이 좁기 때문에 2개의 패브릭으로 좌우 대칭되

게 배치한다. 아이보리 배색이 있는 골짜기 부분 반대편의 펼

쳐진 가장자리 부분에는 접히거나 겹쳐져 두텁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편 다음 펼친 부분의 실루엣을 기본으로 몸판을 성

형 편직하여 링킹 봉제 한다. 니트만의 조형적인 장식미가 돋

보이고 보통의 브이넥을 위해 니트 부속으로 링킹 봉제하여 마

무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스런 조형미를 보여준다. 바람

개비 모양으로 펼치고 아이보리 배색부분의 ‘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용시 걸을 때 살짝 펄

럭이는 운동감과 경쾌함을 준다. 

Fig. 13의 니트웨어 2는 Fig. 12와 거의 동일한 방식과 사이

즈로 배색만 반대로 해서 편직물을 이용한 것이다. 두 장의 패

브릭 옆면을 링킹 봉제하여 블랙 라인으로 배색된 ‘골짜기’부

분을 함께 연결, 고정 시킨 것이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접은

상태에서 스티밍 후 바람개비 모양으로 돌려가며 형태를 만들

고 바깥쪽은 접히는 부분이 없도록 펼친다. 몸판은 이 바람개

비 형태의 바깥쪽 실루엣에 맞추어 성형 편직 한다. 그림에서

바람개비 모양 왼쪽 부분은 접어서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블랙

라인 끝부분을 아래 패브릭에 고정시켜 형태를 만들어 고정시

킨다. 오른쪽 부분은 접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자연스러운 운

동감을 주기 위해 고정시키지 않는다. 이 디테일이 목 부분에

적용되어 다소 무겁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몸판

의 끝단에는 단조로움을 없애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스티치 트

랜스퍼 조직으로 편직 한다. 한쪽방향으로만 돌려가며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목 부분의 실루엣이 비대칭을 이룬다. 두 장의

패브릭이 한 포인트에서 연결되면서 다소 두터운 느낌은 있으

나 니트웨어 전체가 피트되어 쳐지지 않고 다른 액세서리 없이

도 충분히 조형적이면서 장식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Fig. 14의 니트웨어 3은 기존의 평면적이고 심플한 기본 니

트 패턴에서 벗어나 스티치 트랜스퍼 패브릭을 이용한 니트웨

어 패턴에서의 새로운 조형적 적용을 보여준다. 가로 폭 6 cm

간격으로 8칸을 35 cm길이로 편직 후 중심선을 차곡차곡 접어

서 블랙 라인 배색 부분에서 ‘골짜기’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을

실과 바늘을 이용해 단단하게 고정, 연결시킨다. 바람개비 모양

으로 벌려가며 펼쳐진 양쪽 끝이 각각 어깨부분과 허리부분에

오도록 배치한다. 옆구리로 넘어가는 부분에는 피트감을 위해

제단 및 링킹 봉제한다. 허리부분에 뾰족하게 끝나는 부분이 그

Fig. 11. 그라데이션 스트라이프 스티치 트랜스퍼 패브릭.

      

Fig. 12. 니트웨어 1. Fig. 13. 니트웨어 2. Fig. 14. 니트웨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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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왼쪽 끝단부분에서처럼 몸판 립단 위로 올라오게 한다. 몸

판부분은 그림에서와 같이 5 cm 립단으로 시작하여 스티치 트

랜스퍼 패브릭 실루엣에 맞춰서 성형편직하고, 칼라에 해당하

는 부분은 왼쪽과의 균형을 위해서 거의 같은 모양의 양두조직

으로 편직한다. 성형편직한 몸판부분과 스티치 트랜스퍼 패브

릭의 연결부분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 니트 부

속으로 브이넥 부분을 링킹봉제로 마무리한다. 스티치 트랜스

퍼 패브릭을 이용해 별다른 장식 없이 패턴에서의 적용만으로

도 충분히 조형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좋은 예이다.

Fig. 15의 니트웨어 4는 그라데이션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가

로 폭 5 cm 간격으로 12칸을 12 cm길이로 편직 후 중심선을

차곡차곡 접고 모아서 아이보리부분 ‘산’에 해당하는 가운데

세 포인트들을 실과 바늘을 이용해 단단하게 고정, 연결시킨다.

양쪽 마지막 칸의 ‘산’부분은 가운데로 모으지 않고 펼쳐서 양

쪽 옆면이 라글란 슬리브와 맞춰서 링킹 봉제로 연결한다. 블

랙으로 성형편직한 몸판과 스티치 트랜스퍼 원단, 라글란

(raglan) 슬리브를 함께 니트 부속으로 링킹 봉제하여 마무리한

다. 스티치 트랜스퍼 편직부분이 라운드 넥 기본형의 니트 위

에 하나의 장식적인 포인트로 같이 연결된 것이다. 패브릭을 접

고 ‘산’부분을 연결하면서 벌어진 세 부분은 링킹으로 연결해

서 형태를 잡는다. 양쪽 마지막 칸들의 아이보리 골짜기에 해

당하는 부분 실루엣의 영향으로 인해 목 주위 라인의 자연스런

조형성을 보여준다. 몸판위에 또 하나의 니트 장식이 추가가 되

어서 다소 무거워 보이거나 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판과

슬리브를 립조직으로 편직하여 바디에 피트시키고 넥 라인을

보트 넥(boat neck)에 가까운 폭으로 시원스럽게 처리했다.

Fig. 16의 니트웨어 5는 시작과 마무리부분을 블랙으로 배색

한 변형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편직한 것을 적용시킨 것이다. 스

티치 트랜스퍼 양쪽 바깥부분은 성형 편직하여 넥 라인을 따로

니트 부속으로 마무리 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했다. 블랙부분

의 ‘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아서 연결하고 펼쳐진 반대편은

성형 편직한 브이넥 라인에 맞춰서 제단, 링킹 봉제한 것이다.

가운데 ‘산’들이 모인 부분의 무게로 인해 약간 쳐지는 경향이

있으나 몸판과 슬리브도 립단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실루엣이라 그다지 어색해 보이지는 않는다. 

Fig. 17의 니트웨어 6은 스티치 트랜스퍼 패브릭을 이용해

슬리브에 적용한 것이다. 편직후 위아래를 연결, 링킹 봉제하여

원통형을 만들고 암홀부분을 재단하여 몸판과 링킹 봉제 하였

다. 소매부분과 암홀부분의 폭이 같으므로 다소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이용해 암홀의 불편함과 소매부분의 늘어짐 방지를 위

한 적절한 길이로 편직해야 한다. 몸판은 밑단을 7 cm간격의

기본적인 스티치 트랜스퍼 기법으로 장식성을 주어 5 cm높이

로 편직하다가 Fig. 11의 그라데이션 스트라이프 스티치 트랜

스퍼 패브릭을 접어서 생긴 만화경(kaleidoscope)패턴을 사진

촬영하고 그것을 니트 프로그래밍 하여 자카드로 편직하여 슬

리브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Fig. 18의 니트웨어 7은 짧게 편직한 스티치 트랜스퍼 패브

릭을 하나의 코디용 액세서리로 적용한 것이다. 길게 편직하면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므로 짧게 편직하고 패브릭의 ‘산’부분을

연결하여 4각형 혹은 5각 형태를 만들어 배치하여 고정시킨 것

이다. 몸판은 옷의 가로방향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편직하

고 가운데 흰색 몸판 부분은 파셜 니팅(partial knitting)으로 어

깨너비만큼 편직해 편안하게 늘어지는 실루엣을 만든다. 편직

하는 길이와 간격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의 고정과 배치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 전개가 가능하다.

Fig. 15.니트웨어 4. Fig. 16. 니트웨어 5.

   

Fig. 17. 니트웨어 6. Fig. 18. 니트웨어 7. Fig. 19. 니트웨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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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의 니트웨어 8은 Fig. 17과 Fig. 18의 스티치 트랜스

퍼 패브릭의 슬리브로의 적용과 코디용 소품으로의 적용 모두

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슬리브는 암홀 패턴에 맞게 양쪽 옆면

을 스티치 트랜스퍼와 동시에 성형편직하고, 위쪽 ‘산’부분들

을 소매산으로 모아서 고정시켜 몸판과 링킹 봉제한다. 목 부

분은 스티치 트랜스퍼 패브릭을 최대 폭으로 편직한 후 옆면을

링킹하고 목에 자연스럽게 얹은 후 윗부분을 바깥방향으로 자

연스럽게 접어서 ‘산’ 부분의 끝들을 몸판에 살짝 고정시켜서

장식적인 효과를 주게 한 것이다. 이 패브릭은 여러 장의 옆면

을 연결하여 단독으로 스카프나 숄 등의 액세서리로 전개 가능

하다.

4. 결 론
 

스티치 트랜스퍼 기법으로 제작한 니트 패브릭을 여러 방식

으로 접고 펼치거나 연결, 고정하여 목 부분과 몸판 혹은 슬리

브 등의 바디 패턴에 적용시켜 니트 기본조직을 이용한 조형적

이고 절제된 실용적 니트웨어 디자인 전개의 방법론을 제시하

였다. 니트 편직과 제작 방법이 우븐 작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

으나 기존의 니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전개 틀에서 벗

어나 자유롭고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조

직은 특정한 느낌을 위해 특정한 부분에만 적용 해오던 고정관

념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최근 국내외

패션컬렉션에서 칼라(collar)를 여러 겹 겹치는 등의 디테일로

기존의 심플한 느낌으로부터 벗어나 풍성하고 조형적인 절제미

를 보여주는 것과 연계하여 니트에서도 이러한 우븐의 트렌드

를 장르 구분 없이 자유롭게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

나의 예시가 되었다. 

기초가 부족하면 스타일은 보여줄 수는 있어도 획기적인 디

자인이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역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

번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니트웨어들을 통해 기본조직들을 이용

한 다양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디자인 전개를 위

한 기초자료로 유용하리라 본다. 추후 스티치 트랜스퍼 기법 외

의 기본조직들의 새로운 방식으로의 적용을 연구 및 발표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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