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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복의 접착포에 대한 형태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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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Tailorability of Adhesive Fabrics for Men’s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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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variation of physical properties of adhesive fabric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itness of
fusible interlining to four sorts of fabrics for men’s suit with various structural parameters. Four fusible interlinings are
used for adhering to fabrics for men’s suit. Mechanical properties of these 16 adhesive fabrics fused with these interlinings
are measured by KES-FB system for analysing appearance and wearing properties of garments and for examining the fitness
of fusible interlining to the fabrics for men’s suit. The variation of bending property for adhesive fabrics are found to be higher
in the order of interlining 1(Cotton30/Rayon70, plain), interlining 2(Polyester30/Rayon70, warp knit), interlining 4(Polyester,
shingosen fabrics with drawing textured yarn) and interlining 3(Polyester, double dot coating interlining). The variation of
adhesive effect shows the same results with bending property and shows negative relation with extensibility in weft direction
per extensibility in warp direction(EM2/EM1). The variation of peel strength of adhesive fabrics, woolen fabrics in the case
of face fabrics and interlining 3 in the case of interlining shows the largest valu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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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평면적인 직물과 편물을 소재로 하여 입체적인 인체의 움직

임에 적절히 부합되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실루엣을 형성할 수

있는 의복을 제작하는 데는 디자인이나 봉제기술만으로는 불가

능하다.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적당한 성능을 가진 봉제 부속

품이 포함되어야 의복의 형태로 완성될 수 있는데, 특히 심지

는 건축물의 구조물과 같은 역할로 의복의 형태유지 뿐 아니라

가봉성과 내구성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보통 의복에 대한 심지의 역할로 보형성, 가봉성, 내구성이

있고, 심지의 의복에 요구되는 성능으로는 크게 외관과 착용쾌

적감이 관계하는 문화기능과 소비성능에 관한 생활기능으로 나

눌 수 있다(공업진흥청, 1983).

특히, 1990년경 유럽에서 처음 선보인 접착심지는 의복제작

에 있어 봉제공정의 자동화와 대량생산이 진척되면서 심지기포,

접착제, 코팅방법에서 발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국

섬유연합회, 1997). 

심지기포(基布)는 스트레치성, 소포트감, 투명감이 요구되는

것으로, 직물류에서 경편인 트리코트, 현재는 가공사, 방적사 복

합직물로 변천되어 이 성질에 대응하고 있으며, 접착제는 EVA

계에서 톱퓨즈에 이용되는 폴리에칠렌,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접

착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테르계가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는 나

일론 6, 나일론 66, 나일론 12 삼성분 또는 그것을 주체로 하

는 다성분의 공중합체가 기본으로 거의 모든 섬유에 우수한 접

착력을 나타내는 폴리아미드계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다(田村新十郞, 1982)

하지만 최근에는 겉감의 소재가 더욱 경량화, 다양화되는 추

세로 여성복지의 경우 투명소재가 많이 이용되고, 남성복의 경

우에도 부드러운 실루엣을 형성하는 소재군이 등장하고 있어

앞으로 겉감 소재의 유행경향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과

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복제작 과정에서 적정한 심지를

선정하는 것은 그 제품의 양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

며, 수축율 및 역삼출과 같은 문제점이 현재는 거의 안정화 되

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켓의 앞판에 이용되는 심지는 기포로

의 역학적인 많은 변화를 일으켜 결국 의복의 외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사용 자켓 심지에 이용되는 기존 심지와

최근 개발된 심지 4종류를 교호로 접착하여 역학량 및 그 유

도값을 통해 외관평가와 접착효과를 산출하여 접착심지의 최적

조건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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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2.1. 시료

겉감은 KES-FB 시스템에서 THV(Total Hand Value)가 3

전후로 유사한 값을 나타낸 것을 소모, 방모, 모/견 혼방, 모/폴

리에스테르 혼방 각각 1종류씩 선별하였고, 심지는 남성복 상

의의 라펠이나 앞판에 이용되는 접착심지 4종으로, 시료 및 접

착심지 4종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1, 2와 같다. 

2.2. 접착조건

롤러식 접착 프레스기(한국 Fiblon : H-700)를 사용하여 접

착심지 업체에서 추천한 적정 접착조건인 압력 4 kgf/cm
2
에서

12초 동안 겉감의 경사방향에 대하여 심지의 경사방향으로 접

착시켰고 접착온도는 120
o
C, 130

o
C의 2조건으로 변화시켜 실

험하였다. Fig. 1은 남성용 슈트 겉감과 심지의 접착조건을 도

식적으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2.3. 역학적 특성의 측정

역학적 특성의 측정은 KES-FB 시스템(KATO Tech., LTD.)

을 사용하여 인장, 굽힘, 전단, 압축, 표면, 두께 및 중량의 6특

성 16항목 특성치를 표준계측조건에서 측정하였으며, KES-FB

시스템에 의해 구해진 역학적 특성치는 HESC에서 제시한

KN-101-winter식(川端季雄·丹羽雅子, 1980)에 적용시켜 기본

태값 stiffness, smoothness, fullness & softness 및 THV를

산출하였다.

2.4. 기능특성치의 산출

역학적 특성치로부터 의복의 기능성에 관계하는 기능 특성

치 springy, soft, drape 및 smooth를 산출하였다(丹羽雅子,

1981)

2.5. 박리강도

KSK 0531에 의거하여 시료크기는 3×15 cm로 제작한 접착

포의 한쪽 면을 박리, 분리시킨 후 한쪽은 고정 클램프에, 다

른 한쪽은 가동 클램프에 물려서 Autograph I.S 500형

(Shimadzu, 日)을 이용하여 접착된 부분이 완전히 박리될 때까

지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이 때 기기의 측정조

건은 Load Cell; 5 kg, Cross head speed; 100 mm/min으로

하였으며, 박리강도는 챠트에 나타난 강도를 극대치 3점과 극

소치 3점을 각각 취하여 이들을 평균한 값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접착포의 역학적 특성변화

겉감 4종에 접착심지 4종을 접착온도 120
o
C, 130

o
C의 조건

으로 교호로 부착시켜 물리적 거동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들

  
Table 1. Characteristics of wool fabrics for men's suit

No. Materials(%) Yarn count(Nc) Yarn density(thread/in) Weight(g/cm
2
) Weave structure

F1

F2

F3

F4

Wool 100(woolen)

Wool 100(worsted)

Wool50/silk50

Wool60/Polyester40

14.7×22.6

28.2×23.8

13.8×25.9

30.3×24.2

30×28

58×52

72×63

55×42

29.3788

21.8815

19.9683

24.6363

Plain

Plain

Plain

Twill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terlinings

No. Materials (%) Yarn count(Nc) Yarn density(thread/in)
Adhesive

Weave structure
 Material No. of dot

I1

I2

I3

I4

Cotton30/Rayon70

Polyester30/Rayon70

Polyester100

Polyester100

55S×35S

75D×30S

30D×30D(36fila)

28D×28D(36fila)

78×30

48×52

86×72

55×62

Polyamide

"

"

"

17

17

23

23

plain

warp knit

plain

plain

Fig. 1. The fusing condition of interlining for front of men's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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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포의 물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2
2
×

2
2
×2 비반복 실험계획법으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얻어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천과 심지의 복합포가 영향을 미치는 역학적 특

성치로는 인장특성, 2HB, WC가 있으며, 120
o
C, 130

o
C의 접

착온도를 달리할 때 역학적 특성 중 LC, RC 및 중량만이 유

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보통 접착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지의 점성은 작아지고 유동

성은 커져서 원포로의 퍼짐효과가 증가하고 이것은 박리강도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安原由紀子·山田

都一, 1980), 본 연구에서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LC,

RC 만이 온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접착온도가 상

승하면 접착제의 퍼짐효과가 커져 LC는 작아지고 RC는 더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겉감의 영향에서는 모/견 혼방이 가

장 큰 폭의 변화율을 나타냈는데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각

특성항목이 온도에 따른 유의차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데는 심

지 접착제의 부착방식이 랜덤한 파우더 형태에서 원단과의 적

응성이 더 개선된 컴퓨터 돗트나 더블 돗트 방식으로 개선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3.2. 접착포의 인장특성 변화

Fig. 3은 신사복지 4종에 접착심지 4종을 교호로 접착한 후

접착 전에 대한 접착 후의 인장특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접

착심지 중 I1은 평직에 컴퓨터 돗트처리된 가장 전통적인 심지

이고, I2는 현재 남자 기성복 쟈켓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경편

조직의 컴퓨터 돗트 처리된 제품이다. 

I3은 경위사 방향에 DTY(Draw-Textured Yarn)를 삽입한 신

합섬으로, 초경량의 얇고 부드러우면서도 원단의 움직임에 상

응하도록 개발된 제품이며 I4는 접착제의 더블 돗트 코팅 기법

으로 난접착성 원단에서도 접착력을 극대화시킨 제품으로 현재

신사복지에는 시험 적용시키는 단계이다.

인장특성에서 심지부착 후 전체적으로 LT는 증가를, WT,

RT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밀도 및 경량의 스트레치 소

재를 심지기포로 이용한 I3, I4를 이용할수록 원포상태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3.3. 접착포의 굽힘특성 및 복합비 변화

굽힘특성은 드레이프성과 의복의 형태안정성과 밀접한 관련

Table 3. F values of MANOVA of fusible fabrics for men's suit

Source
Dependent Variable

LT WT RT EM B 2HB G

A(fabric)

B(Interlining)

C(fusing temp.)

A×B

A×C

B×C

45.46***

31.71***

0.39

7.00**

1.36

0.36

316.34***

80.04***

0.00

17.72***

1.16

0.43

93.91***

87.58***

0.00

2.89*

1.08

0.21

320.90***

76.60***

0.10

8.39**

1.58

0.76

529.01***

127.72***

0.04

1.65

0.05

1.36

501.55***

116.39***

2.16

6.53**

0.43

0.67

17.82***

14.63***

1.19

1.40

0.85

0.03

2HG 2HG5 LC WC RC T W

A(fabric)

B(Interlining)

C(fusing temp.)

A×B

A×C

B×C

91.47***

19.24***

1.32

1.09

0.43

0.25

27.68***

21.30***

1.30

1.05

0.69

0.23

3.48*

5.38*

4.97*

0.54

0.22

0.02

293.45***

7.72**

2.58

3.35*

0.84

0.33

7.57**

5.12*

7.67*

1.45

0.47

0.65

773.84***

23.12***

0.99

1.00

0.07

0.60

2101.01***

1387.05***

8.67*

0.67

1.08

0.58

Note)***P>0.001 **P>0.01 *P>0.05

Fig. 2. The comparison of significant differences of compression

properties (LC, RC)  according to fus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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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는 특성으로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착심지가

B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착포의 겉감에 상관없이 B는 I1, I2, I4, I3의 순이었는데,

이는 접착심지의 피복도가 클수록 B는 작을수록 접착포의 B도

낮은 값을 보였다. 특히 I3는 경위사 모두 DTY를 사용하여 경

위사의 신축성이 뛰어나면서도 초경량의 소프트한 소재로 B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피복도는 가장 높아 겉감과의 적응성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직물과 접착심의 접착에 의한 접착포의 굽힘강성(Bc)은

단순히 겉감의 굽힘강성(BF)과 접착심의 굽힘강성(BI)의 합(Bc=

BF+BI)이 아니라 접착제가 직물 또는 접착심에 침투해서 (BF+

BI)<Bc의 더 큰 값으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 Bc=α(BF＋BI)(α ;

복합비>1)의 식으로 성립되게 된다. 이 때 복합비는 겉감과 접

착심의 역학적 성질 및 접착제의 종류, 접착제의 침투와 퍼짐

에 따라 다른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이것은 직물과 접착심의

접착제 사이에서 생기는 굽힘성분의 탄성과 마찰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wabata·Niwa, 1983).

B의 변화와 동일하게 심지의 영향에서도 I1, I2, I4, I3의 순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접착제가 겉감의 내부로 용융 접착됨에

따라 열경화성이 커진 결과로 고찰되며 특히 접착전 겉감의 B

가 가장 작고 가장 평활한 표면특성을 지닌 F3I1에서의 αβ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동일 접착심지 조건에서는 F3I1을 제외하면 방모, 모/견,

모/폴리에스테르, 소모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겉감의 신장

특성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Kanayama & Niwa(1983)는 복합비 αβ와 겉감, 접착심의 신

장특성과의 관계에서 동일 겉감에 신장특성이 다른 접착심을

접착할 경우 αβ는 접착심이 늘어나기 쉬울수록 작게 된다고 보

고하였다.

3.4. 접착포의 압축특성 변화

Fig. 5는 접착포의 압축특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LC는 접

착 후 증가경향을, RC에서는 방모제품을 제외하면 I3, I4는 증

Fig. 3. The variation of adhesive effects of fusible fabrics for men's suit.

Fig. 4. The relationship between adhesive effects and EM2/EM1 of

fusible fabrics for men's suit.

Fig. 5. The variation of compression properties of fusible fabrics for

men's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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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I1, I2는 접착전과 낮거나 거의 유사한 값을 보였는데 이

는 심지 I1, I2의 경우는 접착제가 고온 프레스 접착시 겉감의

실 사이 또는 표면에서 용융, 열경화되어 RC를 떨어뜨린 것으

로 고찰되며, I3, I4는 접착 후 접착제의 경화성이 크게 개선된

제품으로 특히 I4와 같이 더블 돗트 코팅기법은 겉감과의 적응

성을 매우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소재에서는 접착 후 두께가 증가 경향을 나타낸

반면, 방모는 접착 전보다 오히려 두께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방모 표면의 모우가 접착제의 침투 및 퍼짐효과에

의해 용융·압착되어 요철에 의해 불균일한 표면이 일정한 두

께로 평활화된 결과로 이것은 WC, RC에도 영향을 미쳐서 접

착 전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3.5. 접착포의 박리강도 변화

Fig. 6은 접착포의 박리강도 변화로 위의 그래프는 경사방향

을 아래의 그래프는 위사방향을 각각 나타낸 것으로 위사방향

에 비해 경사방향의 박리강도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겉감

의 경사방향이 직사의 밀도가 더 많기 때문으로 고찰된다.

접착포 겉감의 측면에서 박리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세 소재는 소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방모만이

매우 큰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방모 표면의 요철과 모우

의 영향 때문으로 심지의 접착제가 방모의 요철부위로 침투하

여 표면의 모우가 미세하게 접착제 사이로 함침되어 겉감과 심

지를 더욱 견고하게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게 되고(多多見和

子, 1988) 심지의 미세한 인열현상이 동시에 일어나 박리강도

를 증가시킨 것으로 고찰된다.

심지의 측면에서는 경사방향에서는 더블 돗트 접착방식을 도

입한 I4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위사방향으로는 심지 중

경사부위의 직사밀도가 가장 높고 동시에 피복도가 높게 나타

난 I1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Fig. 7은 MMD/SMD와 박리강도와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으

로, MMD/SMD의 값이 클수록 표면촉감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의미하는데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낸 방모가 박리강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MD/SMD가 높은 값에 분포해 비교

적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소모 및 혼방소재는 심지가 용융 압

착될 때 겉감의 내부 깊숙히 침투하지 못하고 천의 표면에만

필름상으로 접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리강도는 약하게 나

타난 것으로 고찰된다.

3.6. 접착포의 기능특성치 변화

기능특성치는 기본 역학량에서 유도된 것으로 의복의 드레

이프성이나 탄력성, 소프트 등의 외관, 착용감을 설명하는데 유

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8은 접착포의 기능특성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springy는 겉감 및 심지의 종류에 따라 변화의 폭이 매우 심하

게 나타났는데 방모의 경우 I3, I4는 접착전의 원포와 동일한

수치를 I1, I2는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모든 소

재에서 I1, I2를 접착한 접착포는 원포보다 낮은 수치를 I3, I4

를 접착시킨 접착포는 원포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 I3, I4를 부

착시 탄성회복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기존에 이

용되고 있던 I1, I2는 접착제의 섬유내부로의 퍼짐효과보다는 접

착제의 불균일한 열융착에 의해 B 및 2HB가 높은 값으로 증Fig. 6. The variation of  peel strength  of fusible fabrics for men's suit.

Fig. 7. The relationship between peel strength and adhesive effects &

surface properties of fusible fabrics for men's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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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고찰된다.

drape는 심지 부착 후 전체적으로 떨어졌으며 겉감에서는 방

모가 가장 낮은 값을 심지에서는 I3, I4, I2, I1의 순으로 드리

워지기보다 형태안정성이 있는 형태를 보였는데 이로써 I1, I2

는 전통적인 형태의 양복제작에 I3, I4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남

성복 정장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소프트군 캐릭터 정장에 더 적합할 것으로 고찰된다. 

soft는 높은 값을 나타낼수록 저하중 영역에서 변형되기 쉬

운 성질로 심지 부착 후 낮은 값을 나타내 형태안정성이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위의 기능특성치와 비슷한 분

포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복 슈트의 제조에 I1, I2가 주류

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크가 혼방된 소프트군이나

난접착성 소재에는 I3와 I4와 같은 새로운 심지로의 대체가 필

요한 것으로 고찰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천이 봉제과정 중 수분과 열이 가해지는 프레스

공정에서 가장 많은 물리거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

하여 4그룹의 신사복지 중 각각 한 시료를 선별하고 이것을 기

존 접착심지 2종(I1, I2)과 경위사 방향에 DTY를 삽입한 심지

(I3) 및 접착제의 더블 돗트 코팅 기법을 이용한 심지(I4)의 최

근 개발된 심지 2종을 교호로 접착하여 KES-FB system을 이

용하여 역학량 및 그 유도값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외관평가

와 접착효과를 산출하여 접착심지의 최적조건을 알아보았다. 

본 실험에서는 접착심지의 물리적 거동이 접착온도, 압력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와는 달리 압축

특성을 제외한 다른 역학적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심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접착온도 110~130
o
C,

압력 2.5~4.0 kg/cm, 시간 11~13초의 범위 내에 모두 안정화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착심지는 양복제작시 주로 윗칼라

와 라펠부위 및 앞단에 이용되는 것으로 겉감을 보형시켜 형태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측면에서는 기존 업체에서 이용되고 있는

접착심지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단 외력에 의한 변

형이 가해졌을 때는 회복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크

가 혼방된 소프트군이나 난접착성 소재에는 I3와 I4와 같은 새

로운 심지로의 대체가 필요한 것으로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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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variation of functional properties  of fusible fabrics for

men's s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