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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드 조직을 이용한 무봉제 효과 니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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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less-Effect Knitwear Development using Jacquard Knitting Structure

Kwon, Sung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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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eriment and develop seamless-effect knitwear design using tubular-jac-
quard structure in order to find a new method of manufacturing knitwear and to suggest a new design. The study is based
on changing the point of view about using the practical technique like the tubular jacquard which has been used mainly
for expressing patterns. The result of experimenting this, a piece of fabric is able to being worn as a piece of garment.
As for using circular structure of tubular jacquard, a body can be fitted into the big space between front and back part of
fabric and seams can be made of small patterns of jacquard fabric. The silhouette, the drape and the result of the garment
of this experiment are different from the ordinary outfit. Therefore, the study to find a new way of design and man-
ufacturing should go on to suggest a different form and method.

Key words: seamless, knitwear, jacquard, tubular jacquard

1. 서 론

21세기 섬유·패션산업은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

과 효율적인 제품제작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

려운 불황을 겪으면서 섬유·패션산업은 또 다른 난관을 맞고

있다. 지속적인 인건비 및 생산비의 증가와 생산설비의 과잉 등

고비용, 저효율로 인한 국내 생산 활동의 위축은 곧 국제 경쟁

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적 확대를 마감하고 기

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고부가 제품생산 체제는 니트웨어 디자

인과 제작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주5일제 근무와 그에 따른 캐주얼웨어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니트웨어는 2005년에 전년도 대비 45.8% 성장률로 의류아이템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6). 최

근 다양한 여가 생활과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니트류와 기타

기능성 소재의 수요가 직물류에 비해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섬유·패션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중국 등지의 중·

저가 제품과의 차별화 전략이 시급하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9)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패션·디자인 기술 인력은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능력 등에서 섬유·패션 선진

국의 60% 수준이다. 이미 제작되어 있는 일반직물 혹은 기타

소재들을 선택하여 디자인을 전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사의

종류와 색상, 조직 및 기계종류의 선택까지 해야 하는 니트웨

어 디자인 직무 능력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

업적·교육적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현실적으

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니트웨어와 비교해 기술적 혹은 미학적 요소에서 차

별화한 예로 가장 혁신적인 이슈로 인정받는 것은 위편 니트

(weft knitting)에서의 무봉제 니트(seamless knitwear)와 경편

니트(warp knitting)에서의 A-POC(A Piece of Clothing)의 개

발이다(Black, S., 2002). 무봉제 니트는 핸드 니트에서만 가능

하던 무봉제 기술을 다량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편기에서 실현

시킨 기술을 의미하며 A-POC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장의 원단이 바로 하나의 옷이 된다는 의미로 일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만의 새로운 패션텍스타일 테크닉

의 명칭인 동시에 브랜드 네임이기도 하다. 혁신적인 기술의 개

발과 새로운 미에 대한 탐구로 실현 가능했던 무봉제 니트와

A-POC,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봉제 과정을 없애므로 니트

웨어 제작 과정,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켰으며 니트

원단 편직과 동시에 한 벌의 옷이 완성되어 생산된다. 두 가지

모두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고부가 제품 생산과 디자인 아이

덴터티를 위한 니트웨어의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니트웨어를 주로 편직하는 방식인 위편 니트에서 고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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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제품 차별화를 위한 가장 대표적이면서 최첨단의 방법은

무봉제 완벌 니트이다. 전통적인 니트의 생산방식인 봉제형 편

성방식은 의복을 구성하는 원단의 각 부분들이 작업의 순서에

따라 움직이면서 봉제되어 의복으로 조립되는 전형적인 ‘흐름

조립 공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업이 기술 인

력에 의존되어 이루어지는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남지원, 2005). 하지만 무봉제 니트는 초고가의 무봉제 니트

기계와 시스템을 교육받은 고급 인력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

므로 자본이 많이 요구되고, 인력 인프라 양성을 위한 수년간

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보급이 늦어지

고 있고, 여전히 컷 앤 소우(cut and sew)나 성형과 링킹

(fashioned and linked)형의 제작 방법에서 가능한 디자인에 대

한 수요가 많은 경향에 있어 무봉제 니트는 극소수의 편직업체

에만 의뢰되어 생산하고 있다. 

무봉제 니트에 관한 선행 연구는 Table 1과 같이 대부분이

무봉제 완벌 (컴퓨터) 편기를 이용한 디자인 전개 및 니트웨어

아이템 제작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봉제 컴퓨터 편기-예를 들어, 일본 시마

세키(Shima Seiki)사의 홀가먼트(whole garment)기계나 독일

스톨(Stoll)사의 니트 앤 웨어(Knit & Wear)-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 현재 생산 현장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고 조작이 편

리한 일반 컴퓨터 횡편기(flat-bed computerized knitting

machine)를 사용해 재단과 봉제 과정의 단계를 줄여 부분적 혹

은 전체적으로 무봉제 효과를 적용한 새로운 구성 원리의 니트

웨어 제작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무봉제 니트에 관

한 논문들이 대부분 무봉제 기계를 이용한 연구들인데 반해 본

연구는 현재 국내 편직업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

퓨터 횡편기를 이용하여 원통 편직원리를 기본으로 한 튜블러

자카드 기법의 원단을 응용하여 제작, 연구하였다. 완벽한 무봉

제 니트라 할 수는 없지만 무봉제 효과를 도입하여 디자인에

적용하여 디자인 아이덴터티를 기술과 디자인 면에서 나타내고

자 하였다. 새로운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전개 및 제작에 대한

가능성과 기존에 존재하는 니트 조직 및 니트웨어의 재해석된

예시를 니트웨어의 실물 제작을 통해 기술적인 면과 동시에 디

자인적인 면을 다루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시장조사와 선행 연구 논문들을 통해 무봉제 니

트와 튜블러 자카드 니트의 일반적 고찰을 살펴보고, 기본 니

트 조직과 기술의 원리를 응용하여 무봉제 효과를 나타내는 과

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반 컴퓨터 횡편기를 사용하여

재단과 봉제의 과정을 최대한 줄이는 무봉제 효과 디자인을 제

작하여 연구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무봉제 효과 니

트 제품의 결과물에 더 비중을 두기 위해 디자인의 컨셉 및

본인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는 생략하였고, 제품의 평면 사진

과 모델 사진 및 컬렉션 사진의 삽입으로 실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편직을 위해 국내 편직 생산 현장에 보급된 자

동화 편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마세키사

(Shima Seiki)의 제품 중에서 시스템의 특성상 샘플 제작이 유

리한 SES-122 기계를 사용하였다. 게이지는 편직시 불량률이

낮고 자카드 편직에 주로 사용하는 12게이지를 선택하였고, 원

사는 강도와 탄력이 좋은 울 100% 소모사와 울 혼방사를, 칼

라는 실루엣 강조를 위해 명도가 낮은 무채색을 사용했다. 디

자인 개발에 있어서는 연구 특성상 기술적인 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리버시블(reversible)이 가능한 평면 재단 패턴의 디자인

을 기본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모티브로 개발한 패턴을 자카

드 무늬로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제작, 전개하였다.

2. 무봉제 니트의 일반적 고찰

2.1. 무봉제 니트의 개념

무봉제(seamless)의 사전적 의미는 ‘솔기(seam)가 없는’이며

(seamless, 2007) 실에서 직접 제품을 편직하여 한 벌의 의복이

완성된 니트를 무봉제 니트라 한다. 무봉제는 코로 형성되는 원

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재단과 봉제의 제작과정 없이

실에서 바로 제품을 만드는 니트웨어의 생산 방법 중 하나이다.

무봉제 니트의 개념은 니트의 기원과 같을 만큼 오래된 것

으로,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것 중의 일부가 5세기경 이집

트에서 제작된 양말이다. 이 양말은 시접이 없이 모두 마감된

루프(closed loop)로 처리되었으며 인티그랄(integral)에서 필요

Table.1. 무봉제 니트에 관한 선행연구

무봉제 니트에 관한 선행 연구

2003 김영주, 무봉제 완벌 편기에 의한 Raglan Turtle Neck 스웨터 제작에 관한 연구

2004
김영주, 무봉제 완벌 편기에 의한 에폴렛 스웨터 제작에 관한 연구

정주희, 홀가먼트(Whole Garment)를 이용한 패션 디자인 연구

2005

기희숙;김영주;서미아, 무봉제 완벌 편기의 생산 방식에 관한 연구: Whole Garment 편기 를 중심으로

김영주, 무봉제 완벌 편기에 의한 Set in A의 U Neck 및 V Neck 스웨터 제작에 관한 연구

남지원, 무봉제 니트웨어와 재단 봉제 니트웨어의 생산 공정 비교 분석

2006

기희숙, 니트 플레어 스커트의 입체형상 평가를 통한 무봉제 편성방법 연구

김경선, 무봉제 완벌 편기에 의한 Set in B의 U Neck 스웨터 제작에 관한 연구

김영주, 무봉제 완벌 편기에 의한 Set in B의 Turtle Neck 스웨터 제작에 관한 연구

2008

기희숙;이연희;박명자;서미아, 니트 플레어 스커트의 무봉제형 편성 방법에 관한 연구

김영주, 무봉제 완벌 편기에 의한 Set in A의 Cardigan 제작에 관한 연구

이미숙, 무봉제 니트 원피스 드레스의 편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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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Rutt, 1987). 중세 시대의 모자,

장갑, 양말 등은 인체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시접 없

이 편직하고 니트의 장점인 신축성을 이용하여 거의 정확한 착

용감을 나타내었고(Brackenbury, 1992), 14세기경에 베르트람

폰 민덴(Meister Bertram von Minden)의 ‘천사의 방문(Visit

of the angel)’ 그림을 보면 무봉제로 예수의 옷을 편직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The Pursuit”, 1995). 수공예로 짜이던 니트

가 기계를 이용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 혁명기 이

후로, 평편기로 짜이거나 환편기로 짜인 원단들은 모두 재단 및

마무리 봉제 과정을 필요로 했고, 무봉제 니트 의류의 공업적

생산은 기계 제작자들에게 오래된 과제였다(정주희, 2004).

1960년대의 튜블러 기술을 원리로 한 장갑기계 제작으로 쌓아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시마세키사(Shima Seiki)는 1993년

SES122RT 기계로 세계에서 첫 번째 무봉제 기계로 컴퓨터 4-

베드 횡편기(computerised 4-bed knitting machine)를 선보인다

(about wholegarment, 2007).

2.2. 무봉제 니트의 특성

니트 의류를 제작하는 방식은 편직 방법과 봉제 정도에 따

라 Table 2와 같이 재단 봉제형(cut & sew, fully cut, yarn

length knitted fabric), 성형과 링킹형(fashioned and linked,

garment length fabric), 인티그랄(integral knitting), 무봉제

(seamless knitted garment)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단과 봉제 방식은 우븐 원단의 의류제작에 쓰이는 방법으

로 의류를 구성하는 각 패턴에 맞게 원단을 제단, 봉제하여 만

드는 방법으로 대부분 환편기나 경편기에서 편성된 편직물을

사용해서 제작하는데 원단 손실률이 30% 이상으로 높고 봉제

공정 등에 노동과 시간이 들게 되므로, 저가의 고속 대량생산

에 용이하다(김성달, 2006). 성형과 링킹의 방법은 크게 부분

성형(shaped)과 전체성형(fully-fashioned)으로 나뉘는데, 부분이

나 전체를 의류 패턴에 맞게 성형 편직한 가먼트 랭스(garment

length) 편성물의 패널들을 링킹 기계를 이용해서 연결함으로

고난도의 축적된 기술과 고급 노동력이 필요하다. 인티그랄 편

성물은 제품의 각 부분(칼라, 앞단, 포켓, 단추 구멍 등)이 편직

상태에서 완성된 상태로 나머지를 링킹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며 다양한 성형 등의 복잡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고임금 노동력이 요구된다. 

무봉제 방식은 가장 최근에 컴퓨터 기계 편직방식에서 발전

된 편성 방식으로 편직하면서 원단이 아닌 하나의 의류로 만들

어 재단과 봉제를 하지 않는 방법이다. 코로 이루어진 니트의

장점을 살려 니트의 성형과 원통 편성 가능성을 이용해, 바로

몸통, 소매를 원통으로 짜면서 코로 연결하고 코를 마무리지면

서 끝처리를 한다. 

무봉제 완벌 편성과정은 Fig. 1에서처럼 최소한 3개의 캐리

어가 각각 왼쪽 소매, 몸판, 오른쪽소매를 한 번에 편성을 시

작해 소매와 몸판이 연결되는 부분까지 편성한다. 암홀 시작에

서 몸판과 소매를 연결시켜준 후에,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캐리어로 하나의 큰 원통을 편성한다. 각각의 디자인에

맞게 네크 부분을 처리한 후에는, 끝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바

인드 오프(binding-off) 처리하여 베드에서 분리한다. 무봉제 편

성 방법은 기술적 요소에 있어서의 개발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니트에 있어서 새로운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무봉제 니

트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아래의 Table 3과 같다.

일반적인 보급화를 진행하고 있는 무봉제 니트는 고가의 차

별화된 니트 기계와 시스템, 상당한 지식과 시간을 요구하는 프

로그래밍과 이를 위한 전문 프로그래머, 자체 패턴 쉐이핑과 바

인딩 오프 등을 위한 편직 시간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생산 가

능하므로 고부가가치와 지식 집약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화된 니트 교육 및 체계적인 니트 산업 시스템이

섬유·패션 산업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Table. 2. 니트 의류 제작방식의 분류(about wholegarment, 2007)

재단, 봉제형 성형과 링킹형 인티그랄 무봉제

 

Fig. 2. 무봉제 니트기계에서의 암홀 윗부분의 편직(Choi,W. 2005)

Fig. 1. 무봉제 니트 기계에서의 암홀 밑 부분의 편직(Choi,W.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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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초고가의 무봉제 컴퓨터 니트 기계 도입과 무봉제 니

트 전문 프로그래머 양성과 새로운 시스템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약하다 할 수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컷 앤

소우나 성형과 링킹형의 제작 방법이 요구되는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경향이어서 무봉제 니트는 극소수 일부 업체에 의

뢰되어 생산하고 있다. 

3. 튜블러 쟈카드 니트의 일반적 

개념 및 분류

자카드란 용어는 1804년 조셉 마리 자카드(Joseph Marie

Jacquard)가 발명한 직물의 경사 선침 장치에서 유래되었다

(Calasibetta, 2006). 현대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카드의 의미는

직물이나 편물에 있어서 무늬가 염색이나 프린트에 의한 표현

이 아닌, 선염사를 이용하여 조직에 의해서 짜였을 때 그 무늬,

직조나 편성 방법, 그 원단을 의미한다. 위편 니트에서 조직에

의한 패턴 표현 방법에는 크게 가로 스트라이프(horizontal

striping), 인타르시아(Intarsia), 플레이팅(Plating), 자카드(jarcq

uard) 등으로 볼 수 있다(Spencer, 2001). 바늘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선염사에 의해 무늬를 내는 편성방법에는 크게 인타

르시아와 자카드가 있는데, 인타르시아는 칼라를 이루는 그 부

분의 실 자체만이 그 패턴 부분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원사들이

마치 블록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짜여 서로 이어져 한 줄에서

같은 칼라가 필요하더라도 따로 분리된 피더(yarn feeder)에 실

을 그 부분에 공급한다. 반면, 자카드는 표면의 무늬를 나타내

는 부분을 짜고서 나머지 영역의 이면에서는 실이 원단의 뒷부

분에 떠있거나 아니면 뒷베드에서 짜이거나 하는 형태로 색수

만큼의 실이 가로선상으로 이면(裏面)에 공존하는 방법이다. 따

라서 패턴의 색이 많아질수록 

원단의 두께가 두꺼워지므로 색 수에 제한이 있다. 자카드

니트는 그 이면(裏面)의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는데, 싱글 베

드 자카드에는 싱글저지 자카드(single jersey jarcquard), 일명

플로팅 자카드(floating jacquard)기법이 유일하게 있으며, 더블

베드 자카드에는 노말 자카드(normal jacquard), 버드아이 자카

드(bird'eye jacquard), 튜블러 자카드(tubular jacquard), 래더백

자카드(ladder back jacquard), 블리스터 자카드(blister

jacquard), 트랜스퍼 자카드(transfer jacquard), 파일 자카드(pile

jacquard) 기법이 있다(임안나, 2002). 기법에 따라 앞면에서의

무늬 부분은 큰 차이가 없지만, 무늬 표현을 하고 난 실의 나

머지 부분 편성 방법에 의해서 뒷면에서는 그 모습에 큰 차이

가 있다.

튜블러 자카드는 튜브(tube)와 같이 표면과 이면 사이에 공

간이 생기는 데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자기색상 영역에서는 앞

베드에서 편직하고 다른 색상 영역에서는 뒷 베드에서 편직하

는 조직이다. 2도 튜블러 자카드의 경우에는 앞면의 반전

(reverse)이미지를 뒷면에서 볼 수 있어 디자인의 한 요소로 활

용할 수 있다. 튜블러 자카드의 일반적 활용은 다른 자카드 조

직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주로 무늬에 대한 표현 중 짜임으로

깊이를 나타내고자 할 때 주로 쓰인다(Fig. 4). 

튜블러 자카드를 연구 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양면 모두를

활용할 수 있고, 원단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특징을 이용해

무봉제 니트의 튜블러 원리와 A-POC의 평면적 원단의 3차원

적 활용을 위편 니트에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카드의

작은 무늬 부분은 앞베드와 뒷베드의 실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

이 많아 시접 부분을 대신할 수 있고, 자카드의 큰 무늬 부분

은 앞베드와 뒷베드의 실이 서로 얽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

Table 3. 무봉제 니트웨어의 특징 (정주희, 2004)

구분 특징

구성적 측면

 • 시접이 없기 때문에 거친감 없이 안락한 느낌

 • 몸에 피트되는 실루엣

 • 봉제 구성 선이 없어 신축성 좋음

 • 드레이프성이 좋음

 • 리버시블이 가능

디자인 측면

 • 게이지리스 가능

 • 인타샤 가능

 • 새로운 조직

 • 다양한 패턴 가능

경제적 측면

 • 실의 로스가 적음.

 • 봉제공정이 없어 납품시간 단축

 • 원사, 봉제 공정, 시간의 단축으로 생산가격 경감

 • 컴퓨터 제어로 전공정의 관리 생산으로 품질 향상

 • 다품종 소량, 반응생산 가능

환경적 측면
 •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고급 천연소재 사용

 • 자원 절약과 제조 과정 중 폐기물의 감소 

Fig. 3. 자카드 니트의 무늬표현을 위한 일반적 활용 Fig. 4. 튜블러 자카드 니트의 무늬 표현을 위한 활용 ( Ha&Dahl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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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위

편기계는 원단 가장자리의 스티치 무브(stitch move)가 가능하

기 때문에 A-POC에서처럼 원단을 재단하여 옷의 형태를 만드

는 것이 아니라 모양 자체를 편직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다.

4. 튜블러 자카드를 응용한 무봉제 효과 

니트웨어 디자인

4.1. 디자인 의도

대부분의 일반적인 옷들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자세이자

기본적인 자세인 가만히 서있을 때를 기준으로 디자인되고 패

턴이 만들어진다. 평면 패턴의 일정한 공식들도 서있는 몸에 가

장 이상적으로 피트 되었을 때의 수치이고, 옷을 제작할 때 쓰

이는 바디도 가만히 서 있는 몸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옷

을 만들 때 기준이 된다. 다른 방식의 디자인을 시도하기 위해

일반적인 디자인과 패턴의 방식을 벗어나 움직이는 몸의 실루

엣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에 응용하였다. 이를 가능

하게 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튜블러 자카드를 이용

한 2차원적인 옷을 3차원적으로 적용할 때의 기본적 요소는 니

트의 유연성(flexibility)이다. 이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치 움직이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듯이 자유로운 실루엣의 디

자인을 스케치하고, 그 모습의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에 맞춰

자카드 원단 1 piece가 옷으로 활용되도록 제작하여, 모델에게

입혔을 때 새로운 실루엣과 동시에 새로운 드레이프(drape)의

가능성을 연구했다. 옷의 모양만 봤을 때는 라인들이 직선이고

그림자를 보듯이 평면의 모습으로 딱딱해 보이지만, 사람이 입

었을 때 그 직선이 곡선으로, 딱딱함이 부드러움으로, 2차원이

3차원으로 전환되는 콘셉트(concept)로 디자인했다.

4.2. 니트웨어 제작

Design 1은 사람이 똑바로 서있을 때의 실루엣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다(Fig. 6). 양쪽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인 실루

엣으로 옷이 아닌 커다란 사다리꼴을 보는 듯한 느낌이지만 그

가운데에 몸이 들어갈 수 있게 큰 튜브로 디자인하고 암홀을

뚫어 팔이 나와 손을 자연스럽게 놓았을 때 주머니가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주머니 위의 부분은 붓터치 라인들로 무늬 역

시 양쪽 대칭이고, 자카드 부분과 주머니 부분은 손을 넣지 않

았을 때, 자연스레 몸의 옆 라인에서 흘러내리도록 디자인하였

다. 어깨에서부터 올라간 긴 터틀은 목에서 자연스럽게 드레이

프지도록 조금씩 좁아지는 형태로 편직 되었고, 팔쪽으로 잡아

당기면 어깨라인이 둥글게 되면서 좀 더 여성스런 실루엣이 만

들어진다(Fig. 5). 암홀과 주머니 입구는 편직하면서 오픈되게

프로그램하였고, 모든 옆 라인은 코가 풀리지 않게 쉐이핑

(shaping)되었다. 밑단과 네크 부분의 마무리만 몸판 실로 링킹

기계에서 마감하였고, 그 외의 모든 시접라인은 컴퓨터 니트 기

계에서 한 번 편직으로 마무리 되어 옷이 완성 되었다. 

Design 2는 사람이 한쪽 팔의 구부러진 실루엣을 옷의 패턴

으로 활용하여 그 팔 모양을 그대로 디자인하고 공간에 무늬를

넣었다(Fig. 8). 팔을 옷의 모양대로 넣으면 Fig. 7에서처럼 아

래 부분에서 손을 뺄 수 있고, 불편한 경우, 팔꿈치 쪽으로 팔

을 꺼낼 수 있도록 홀을 만들었다. 링킹은 네크라인과 밑단 라

인 부분에서만 몸판 원사로 사용되었다. 기계의 편직 너비가 제

한되어 있어 다른 팔은 소매가 없는 비대칭 실루엣으로 편의성

Fig. 5. Deisgn 1의 모델착용모습

Fig. 6. Design 1의 Front, Back 모습

Fig. 7. Deisgn 2의 모델착용모습

Fig. 8. Design 2의 Front, Back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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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중성을 고려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테크닉과 이미지를 실

험하기 위한 디자인이다.

Design 3은 한쪽 팔을 하늘로 쭉 뻗은 형태의 비대칭 디자

인이다(Fig. 9). 올린 팔의 안쪽 부분에 얇은 자카드 무늬를 넣

었으며, 팔과 함께 네크라인도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편직

에서 계속 스티치 무브를 하면서 실루엣을 만들었다. 스티치 무

브에 의한 안정적이고 완벽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 기계의 속도,

도목, 실의 텐션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실험 끝에 얻어진 결과

물로, 대량 생산 시에는 편직에서 루프가 빠지기 쉽고, 편직 시

간이 긴 점 등의 다소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 디자인이다. 네크

라인을 샌드위치 트림(sandwich trim)으로 처리 한 것과 밑단과

소매 한쪽 끝부분의 처리 이 외에는 모두 한번 편직으로 마무

리되었다. 한쪽 어깨와 팔이 노출되는 형태로 다른 쪽 겨드랑

이 부분에 원단의 자연스런 드레이프(drape)가 생긴다.

Design 4는 스커트 디자인으로 한쪽으로 실루엣이 구부러진

듯한 모습이다(Fig. 10).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실루엣을 위해

한쪽보다 다른 쪽이 많이 편직되는 플레샤지(fletcharge) 조직을

같이 사용하였다. 정확한 각도 편직을 위해 여러 번의 편직 실

험이 이루어졌고 허리 부분은 실용성을 위해 고무 밴드를 삽입

해 마무리하였다. 입었을 때 Fig. 11에서 Design 1과 함께 모

델이 착용한 모습처럼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형태의 스

커트로 앞, 뒤, 옆의 구분이 없이 착용자의 취향에 맞게 연출

할 수 있고, 가벼운 착용감과 편의성이 돋보이는 결과물이다.

Design 5는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블라우

스 대용의 디자인으로 몸판 안쪽에는 플레샤지(fletcharge)를 이

용해 허리 부분에서 몸판의 안쪽보다 몸판의 바깥쪽 부분을 좀

더 많이 편직하여 밑단 쪽에 자연스런 커브가 생기는 새로운

실루엣을 시도하여 Fig. 13에서 보듯이 히프 부분에 재미있는

드레이프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소매 부분은 튜블러 자카드

의 원통 구조를 이용해 만들고, 자카드의 무늬 부분을 디테일

로 활용하여 소매 부분을 따로 편직해서 암홀에서 봉제하였다.

네크 부분은 2 by 2 rib 조직을 편직하여 칼라로 몸판에 링킹

기계로 이어주었고, 자체 쉐이핑(shaping)된 붓터치 자카드 무

늬의 넥타이도 넣어주었다. 총 봉제 부분은 네크, 암홀과 몸통

밑단과 소매 끝부분이고, 소매의 자카드 무늬 부분은 원단에 밀

착되도록 손바느질로 가볍게 마무리 되었으며 소매의 옆선과

몸판 옆선의 봉제는 튜블러 자카드의 편직으로 생략되었다. 몸

판과 소매 2 pieces가 앞판과 뒷판 봉제 필요없이 원단 한 장

으로 편직된 부분이다. 

4.3. 평가 및 분석

튜블러 자카드를 이용한 무봉제 효과 니트웨어 다섯 디자인

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고 디자인, 편직, 봉제(링킹),

후가공 등 진행 과정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였다. 한 번

Fig. 9. Design 3의 Front, Back Fig. 10. Design 4의 Front, Back Fig. 11. Design 4의 모델착용모습

   

Fig. 12. Design 5의 Front, Back Fig. 13. ‘하앤달’ 컬렉션의 Design 5 Fig. 14. ‘하앤달’ 컬렉션의 Desig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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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직으로 얻어진 한 장의 원단이 옷이 될 수 있으므로 원

사를 절감시킬 수 있고, 재단 과정의 생략과 봉제 과정의 단축

으로 인한 생산 시간과 과정,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생산 과정의 단축은 반응 생산의 가능성

을 훨씬 수월하게 해주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생산 시

스템에도 유용하다. 무봉제 컴퓨터 횡편 기계에서의 니트웨어

와 비교해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컴퓨터 횡편 기계를 이

용하여 얻어질 수 있는 무봉제 효과 니트웨어란 점이다. 새로

운 실루엣의 아방가르드한 디자인과 시접의 자카드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며 니트웨어의 패턴과 편직을 고려한 디자인 접

근방식을 제시한다. 

단점으로는 한 장의 원단이 바로 옷이 되므로 한 장의 원단

에서 사이즈와 시접 부분의 위치가 정확해야하므로 상당의 테

스트 편직이 필요하다. 기존의 2 베드 컴퓨터 횡편 기계를 사용

하므로 그에 따른 제한된 디자인, 조직과 수평선 상의 칼라가

기계의 제약을 많이 받는 니트 분야의 특성에 맞게 나타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니트웨어 제작에 있어서 무늬의 표현에 주로 사

용하는 튜블러 자카드 기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응용하여 부분

적 혹은 전체적으로 무봉제 니트의 효과를 적용한 니트웨어 디

자인과 제작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튜블러 자카드 원단의

구조적 특성상 편직 후 생성된 튜브 형태의 공간을 이용하여

쉐이핑 된 튜블러 자카드 원단 한 장만으로도 봉제가 필요 없

는 옷 한 벌이나 몸판 혹은 소매로 활용할 수 있는 니트웨어

를 제작하였다. 또한 튜블러 자카드 공간의 활용과 함께 시접

에 해당하는 가장자리 부분을 무늬로 편직하여 다양한 실루엣

의 니트웨어 제작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 발전 공헌도를 생산적 측면과 디자인적 측

면으로 나누어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러한 방식을 적

용한 니트웨어 제작 방법은 생산 과정 측면에서 볼 때 첫째,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하드웨어, 즉 컴퓨터 횡편기의

다양한 효율적 활용 방안의 한 예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니트웨어 제작 시 디자인에 따라 사용 가능한 편기의 종

류에 제한이 많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생산 과정, 비용과 시

간 등을 단축시키고 원사 사용을 절감 할 수 있어서 디자인성

있는 소량 다품종과 반응 생산이 수월하다. 다음으로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첫째, 자카드의 무늬 부분을 봉제선 대신 활용하므

로 후가공 없이 추가 디테일을 디자인 할 수 있고, 앞/뒤 구분

없이 착용이 가능한 새로운 룩을 보여 줄 수 있다. 둘째, 튜블

러 자카드 기법을 이용한 디자인은 기존의 일반적인 의복 구성

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성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탐

구하는 니트웨어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고급

니트웨어가 되기 위해서는 소재의 질과 착용감 외에도 각 디자

인의 아이덴터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니트

의류 제작과 디자인에 있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응용방법을

제시하였다.

니트 디자이너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니트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디자인에

접목 시킬 수 있어야 우븐 디자인과는 다른 니트만의 고유한

특성과 멋을 보여줄 수 있다. 기본 조직들을 이용하고 이를 기

반으로 더 나아가 자유로운 디자인 발상, 그리고 기술 접목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연

구 과제를 통해서 본 연구자는 추후에도 기존하는 기법을 이용

하면서도 시각을 달리한 다양한 디자인과 방법에 대한 제안 연

구와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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