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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접착심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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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research, an expert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select optimum well-matched fusible interlinings
with a face fabric. First, a database of face fabrics and fusible interlinings has been constructed. And knowledge acquisition
has been performed from the previous studies about the properties of fusible interlinings and fused composites as well
as fusing prsocess quality control. Then, a rule-based knowledge-base has been constructed through knowledge clas-
sification. Finally, we have constructed an inference engine with the knowledge-base. The expert system enables us to
easily select optimum fusible interlinings for a face fabric considering high quality fused composites and fashio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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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의류의 고품질·고부가가치와, 다품종 소량생산화 등

은 선진국형 의류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다양한 의류

용 신소재의 출현에의 신속한 대응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

제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의류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품질관리 기법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류 완

제품의 외관 평가 기술이나 원·부자재의 역학적·물리적인

물성의 분석기술, 이들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평가 및 분석

기술을 이용한 품질관리기법의 생산 공정에의 적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성질들로부터 의류의 용

도와 성능에 맞는 원·부자재에 대한 최적의 선택과 이에 따

르는 제조공정에서의 공정변수들의 최적화는 기술집약적인 산

업으로의 도약에 필수조건이다. 더욱이 이러한 품질관리 기법

은 업체가 국제협력화, OEM 생산방식의 도입, 생산기지의 해

외공장의 수출 등의 세계적인 추이를 볼 때 더욱 온라인화, 시

스템화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의류생산 공장에서의 최

적의 부자재 선정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의 개발은 고부가가치

의류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선진국에 대한 국제 경쟁

력을 갖추는 의류산업에서의 핵심 기술 산업이라 하겠다(Stylios

et al., 199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1).

지금까지 섬유·의류공장의 지능형 고부가가치 생산관리 시

스템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Demers, 1987; “Artificial

Intelligence for”, 1988; Ruettiger, 1988; Drean, 1990; Fischer,

Horstmann, 1991). 그러나 외국의 경우 품질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이미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초부터

HESC(The Hand Evaluation and Standardization Committee)

를 조직하여 의복의 품질을 위한 원단의 태평가 표준화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업체와 교토대학의 Kawabata 교

수, 나라여자대학의 Niwa 교수 등의 주도로 고부가가치 생산

을 위한 의복외관 및 성능의 평가방법 등이 계속하여 연구된

바 있다(HESC, 1979; Kawabata, Niwa, 1988; Kawabata et

al., 1992). 실제 일본의 원단메이커들은 의류공장에 원단을 납

품할 때 주요 공정 변수들을 제시하여 주는 단계에까지 진행되

어 있고, 특히 의류학과나 가정학과 등을 중심으로 한 학계, 의

류공장 및 원단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실험보고와 기

술 자료들을 체계화하여 왔다. 특히 온우도(Onward)社의 경우

동경지방의 의류관련 13社(도레이, JUKI 등)가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별도의 고급 의류 생산을 위한 가봉성 대책팀, 신소재

개발 검증팀, 환경보전 대책팀 등의 품질검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1).

영국에서는 학계로서는 Leeds대학과 Bradford대학에서 활발

히 연구하고 있으며, 의류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계측시스템의

개발, 원단의 소재특성이나 물성과 의류제조공정의 공정변수가

의복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활발한 공학적 해석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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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Stylios, 1989; Stylios, 1993). 독일이나 포르투갈에서는

주로 자동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주로 의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와 봉제기계 및 의류

업체의 주도로 주관되고 있다(Cruycke, 1988; Frei, Walliser,

1988). 스웨덴의 IFC 연구소도 의류 생산 공정의 시스템화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태리나 프랑스는 패션디자인 및 마케팅 부분에의 투자에 적극

적이며 국제시장에서 브랜드별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서 큰 우

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신사복의 주원료인 양모를 생산하

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CSIR, 호주의 CSIRO, 뉴질랜드

의 WRONZ 등도 원료에 따른 의복의 성능평가 등에 대해 활

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의류공장에서

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위한 고부가가치 의류의 생산기

술개발은 서서히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CSIRO, 1989; 한

국생산기술연구원, 2001; Bona, 2000).

의복의 품질향상과 봉제공정의 자동화 및 간소화의 관점에

서 겉감원단에 접착심지(fusible interlining)를 붙이는 퓨징공정

(fusing process)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 의류용 옷감은 미적

외관, 중량감, 적당한 강도, 치수 안정성, 보온성 등의 성질을

갖추어야 하지만 겉감원단만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접착심지는 일반적으로 재단된 겉감원단

에 접합함으로서 겉감원단의 강도 및 탄성의 부족을 심지의 강

도와 탄성으로 보완하여 주며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 주고

형태의 안정성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접착심지는 의복의 종류·

겉감원단·종류·부위·용도에 따라 여러 성능이 요구되고 다

양한 것이 필요하다. 접착심지를 접착하면 겉감원단의 태는 예

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접착심지

의 선택을 위해서는 접착 후의 특성과 겉감원단과 접착심지의

조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국생산기술연구

원, 2000; “형태안정의 비밀”, 2003; 金山眞知子, 丹羽雅子,

1980).

접착심지는 최근 경량박지화 되어가는 겉감원단경향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으며, 의류업체들은 적절한 접착

심지 선정에 많은 애로를 격고 있다. 잘못된 접착심지의 선정

은 디자인이나 겉감원단의 품질이 아무리 우수하다고해도 완제

품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접착

심지를 접착할 경우 접착심지의 접착과 이로 인한 의복의 변형

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접착심지로 접착하면 겉감원단의 태가 변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제까지의 경험이나 기술로는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겉감원단뿐

아니라 심지 및 접착포의 성질을 적절히 파악하지 않고 봉제공

정을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의 품질관리 중 퓨징공정에 한하

여 최적의 접착심지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원·부자

재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식베이스

화 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류용 부자

재인 접착심지에 대하여 겉감원단의 물리적·역학적 특성과 유

행정보를 고려한 최적의 의류용 접착심지 선정을 위한 지능형

전문가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전문가시스템의 개요

2.1. 정의 및 활용사례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은 원어 그대로 전문가(human

expert)와 시스템(computer system)의 합성어로 특정 분야의 복

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사고능력을 모방한 컴퓨

터시스템이다. 따라서 전문가시스템은 실제 영역 전문가의 의

사결정 과정을 그대로 시뮬레이션(simulation)하거나 수행한다.

협의의 의미로는 지식베이스(knowledge-base)를 가지고 추론하

는 시스템이므로, 지식베이스 시스템 또는 규칙기반 시스템

(rulebase system)이라고도 한다(Waterman, 1986).

전문가시스템은 1965년 미국의 Stanford대학에서 화학물질의

분자구조를 해석하기 위해 개발한 ‘DENDRAL’이 시초이다. 이

후로 Pittsburgh 대학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CADAUCEUS’,

Stanford대학의 ‘MYCIN’, VAX 컴퓨터의 고객관리 및 기술적

인 AS를 위한 ‘XCON’ 등이 연이어 완성되었다. 이밖에 화학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CRYALIS’, ‘TQMSTUNE’ 등과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 ‘PTRANS’, ‘BDS’, ‘YES/MVS’, 전자공학 분야

에 ‘ACE’, ‘IN-ATE’, ‘NDS’ 등이 있다(“AI puts an expert”,

1987; Rolston, 1988).

국내에는 인공지능 분야가 1980년대 초에 학계에 도입되고,

곧이어 전문가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

되었다. 포항제철의 ‘공정 및 설비 진단 시스템’, 한국과학원의

‘PC 고장진단 시스템’, 연세대학교의 ‘디지털 통신 제어 및 운

영 시스템’, 한국과학원의 ‘세무자문 시스템’, ‘자동차 보험사고

손해배상 판정 시스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노동 능력 상실

률 계산 시스템’, ‘원자력 발전소 고장 진단 시스템’, 한국전력기

술의 ‘원전 2차계통 수화학 이상 진단 시스템’, 삼성물산의 ‘생

산 스케쥴링 시스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봉제전처리 공정

QC 시스템’ 등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도 이미 ‘한국 경영과학회의 전문가시스템 연구

회’, ‘한국정보과학회의 인공지능 연구회’, ‘대한 전자공학회의

인공지능 신경망 및 퍼지시스템 연구회’ 등의 학회가 결성되어

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1995).

2.2. 전문가시스템의 장점

전문가시스템은 인공지능을 지닌 컴퓨터시스템의 일종이므

로 실제 인간 전문가에 비해 활용도가 높다. 이는 전문가의 관

리, 교육, 유지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드

는 비용이 절감되며,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종의 전

문가의 유고나 사고에 따른 위험발생 요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컴퓨터와 기계적인 시설, 그리고 전원공급 장치만 손상되

지 않는다면 항상 활용 가능하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전문가의 경험이나 지식의 상태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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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해 거의 동일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생산이나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신뢰성을

가진 전문가시스템은 인간이 가진 감정적이고 불안전한 사고능

력을 배제한다(Waterman, 1986; Rolston, 1988).

또한 전문가시스템은 인간 전문가 한명의 지식을 가지지 않

고 여러 사람의 지식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으며, 인간 전문가와 같이 경험이나 실험에 의하여 능

력을 계속 확장할 수 있다. 이는 지능형 데이터베이스와 지식

베이스의 구축으로 가능하다. 전문가시스템은 판단과정에 대한

설명 기능을 가지며, 인간 전문가에 비해 빠른 응답을 할 수

있다(Giarratano, Riley; 1989).

이와 같은 전문가시스템의 장점으로 인하여 전문가시스템의

도입이나 개발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우선 작업해결에 인간 전

문가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이다. 이는 당연히 저가의 전문

가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인간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그럴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드문 경우에도 전문가시스

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장소에서 유사한 지식이 필

요한 경우나 전문지식이 인간에게는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필

요한 경우도 그러하다.

2.3. 전문가시스템의 구조

전문가시스템은 Fig. 1에서와 같이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시

스템과 외부 응용 시스템과 연동하는 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

다(Waterman, 1986).

전문가시스템의 핵심은 지식베이스와 추론엔진(inference

engine)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베이스는 [If… Then…

Hypothesis… Action]과 같은 규칙기반으로 인간 전문가의 전

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인간

전문가의 전문지식은 가정과 가설, 그리고 실행으로 표현되어

저장된다. 그러나 지식베이스가 아무리 잘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지식베이스만으로는 인간 전문가를 똑같이 흉내 낼 수 없다. 따

라서 추론엔진은 인간 전문가의 의사결정 과정과 유사하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추론하여 줌으로서 비로소 지식베이스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외부 사용자와 연결하

여 주는 역할을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도 전문

가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이다(Rolston, 1988).

2.4. 전문가시스템의 구축단계

전문가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팀의 구성은 새로운 개념의 지

식공학자(knowledge engineer)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식공학자는 적용영역을 선정하며, 대상문제를 결정한다. 이로

부터 인간 전문가의 지식을 체계화하여 지식의 구조를 결정하

고, 추론방식을 결정하며, 사용자와의 입출력방식을 결정한다.

또한 전문가시스템의 시제품(prototype)을 완성해야 한다. 인간

전문가의 상담이나 별도의 지식 수집을 통하여 지식베이스를

확충 또는 정리하기도 한다. 이밖에 전문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tool)의 프로그램 인원이 요구되며, 실제 지식을 제

공할 특정영역의 인간 전문가와 기술보고 등의 기타자료를 수

집할 보조요원 또한 반드시 구성원으로 존재해야 한다. 정리된

지식을 입력하고, 완성된 시제품을 실험할 보조인원도 있어야

한다(Prerau, 1985; Rolston, 1988; Giarratano, Riley, 1989).

3. 전문가시스템의 개발

Fig. 2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최적의 접착심지 선정으로 위

한 전문가시스템의 구축을 단계적으로 나타내었다. 적용영역의

선정과 개발 툴의 선정, 지식의 수집, 지식베이스와 추론엔진

구축을 통한 시제품 개발, 평가 및 보완, 시스템 통합, 유지 및

지식의 추가 등의 과정으로 전문가시스템은 완성되었다.

완성된 접착심지 선정 전문가시스템은 아래의 모듈로 구성

되며, 의복의 스타일, 용도가 결정되면 본 개발 시스템을 이용

해 품질의 관점에서의 최적의 접착심지 선택하여 기획할 수 있

다. 또한 접착심지 제조업체는 겉감원단의 동향을 파악해 접착

심지를 기획생산 하거나, 선택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된다.

■ 겉감원단 특성 입력부 및 퍼지변환기

■ 부자재 데이터베이스 및 지식베이스

■ 추론기관

■ 최적 접착심지 선정 결과 출력부

■ 시스템 출력결과 설명부

■ 외부 프로그램 연결부 및 네트워크 연결부

3.1. 지식의 수집

3.1.1 정보검색을 통한 기존 지식의 수집

소비자가 원하는 태와 실루엣을 유지하는 의복의 특성을 만

들어 내려면, 적절한 겉감원단과 접착심지의 결합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에 맞는 적정한 접착심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접

착심지와 겉감원단의 특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의복의 사
Fig. 1. Structure of expe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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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도와 유형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접착심지, 겉감원단, 퓨

징공정 등에 관한 지식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약 400여 편의

문헌검색을 통한 학술논문, 기술논문, 보고서, 서적 등의 자료

를 DB 검색, 인터넷, 전문기관 검색 등이 수행되었으며, 제일

모직(주), LG패션(주), FnC코오롱(주) 등 국내 신사복 업체의

방문을 통한 전문가의 상담, 실험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지식분석의 관점은 고품질의 소비자의 요구 성향에 맞는 태

와 실루엣을 낼 수 있는 의복을 제조하기위한 겉감원단의 성질

에 맞는 접착심지의 선정에 맞추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겉감

원단과 접착심지의 물성을 기반으로 서로의 물성이 적합한지, 제

조하고자 하는 의복의 용도에 잘 맞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

약 제조할 의복의 사용 용도와 실루엣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 용

도에 적절한 의복의 물성을 예측하여 설정함으로써 접착포의

물성이 설정 범위 이내에 들어가는 접착심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수집된 지식은 대부분 2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는 겉감

원단의 특성과 접착심지의 물성으로부터 접착포의 물성을 예측

하는 분야에 관한 지식으로 주로 실험에 의한 회귀식이나 물리

적 모델링에 의한 예측에 관련된 것 들이다. 두 번째는 의복으

로서 접착포의 좋은 물성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분야에 관한 지

식으로 접착포의 물성을 FAST(Fabric Assurance by Simple

Testing)나 KES(Kawabata Evaluation System)와 같은 겉감원

단의 물성검사 측정시스템이나 박리강도 시험기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현장전문가로 하여금 각 접착포를 평가하게 한 후 이

두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연관지어 적정한 접착포의 물성의 범

위를 예측하여 추출된 것이다.

그간 수집한 연구자료와 실험결과를 분석한 결과, 겉감원단

의 물성에 적합한 접착심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할 주

요 물성 인자들은 전단강성, 인장강성, 굽힘특성, 표면특성(마

찰계수) 등으로 말 할 수 있다. 그밖에 고려하여야 할 보조인

자로는 수축률이나 필링성, 내세탁성 등 다양한 인자들이 있다

(Tamura, 1984; Nitta, 1986; Kanayama, Niwa, 1986;

Nagano, 1986; Park, 1989; Nagano, 1992; Fan et al.,

1997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0).

전단성질은 의복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겉감원단에 접

착심지를 접착할 때는 겉감원단의 전단성질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패션의 변화와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점점

더 낮은 전단강성을 갖는 겉감원단들이 개발됨에 따라 착용시

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전단강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 인장성질도 의복 형성능성과 착용성 측면에서 중요

한 요소이므로 접착포는 적당한 범위내의 인장성질을 갖는 것

이 중요하다. 어떤 접착심지를 사용할지의 여부는 겉감원단의

성질에 달려있으므로, 형태가 잘 변형되고 습윤팽창(hygral

expansion)성이 큰 겉감원단일수록 다양한 인장성질을 갖는 접

착심지가 필요하다. 굽힘성질은 의복의 성질을 평가할 때 손으

로 만져봄으로써 평가할 수 있어서 가장 평가하기 쉬운 항목으

로 꼽히며, 접착심지가 많이 사용되는 의복 전면부에 있어 중

요하게 취급된다. 경·위사 방향의 굽힘강성비 또한 의복의 형

태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의복으로서의 적합성을 위

해서 이 굽힘강성비는 특정한 범주이내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

서 접착포 물성의 적정 범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KES나

Fig. 2. Procedure for development of an expe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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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시스템을 이용하여 겉감원단과 접착심지의 형성능성

(formability), 신장성(extensibility), 굽힘강성(bending rigidity),

전단강성(shear rigidity), 경위사의 굽힘강성비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Kawabata, Niwa, 1988; CSIRO, 1989).

또한, 겉감원단의 물성에 적합한 접착심지를 선택하기 위해

서는 접착포를 구성하는 접착심지와 겉감원단의 역학적 관계를

실험을 통하여 산출한 지식도 수집되었다(Nitta, 1986; Nagano,

1986; Fan et al., 1997c). 이러한 산출식을 이용하면 접착포의

적합 범위(control chart)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겉

감원단에 가장 적절한 접착심지의 물성을 계산할 수 있다. 적

절한 접착심지의 선택을 위해 최적의 접착심지가 가져야 하는

역학적 성질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FAST 물성

의 굽힘강성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6.3≤B cwp≤105.3 (1)

16.3≤-15.0+3.4B fwp+11.5B iwp≤105.3 (2)

2.7-0.3B fwp≤B iwp≤10.5-03.B (when B fwp≤9.0)

B iwp≤10.5-0.3B fwp (when 9.0<B fwp<35.0) (3)

B iwp= as low as possible (when B fwp≥35.0)

where, Bcwp; 접착포 경사방향의 굽힘강성(Warp of fused

composite)

Bfwp; 겉감원단 경사방향의 굽힘강성(Warp of face fabric)

Biwp; 접착심지 경사방향의 굽힘강성(Warp of fusible

interlining)

(1)식은 앞에서 수집된 접착포의 경사방향에 대한 굽힘강성

의 범위이고, 역시 수집된 겉감원단과 접착심지의 굽힘강성으

로부터 얻어지는 접착포의 물성산출식을 (1)식에 대입하면 (2)

식이 된다. 굽힘강성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

하여 정리하면 주어진 겉감원단의 굽힘강성에 대한 (3)식과 같

은 접착심지의 물성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많은 지식

을 결합하면 전문가시스템의 지식베이스와 추론엔진을 구축할

수 있다.

3.1.2. 현장전문가 상담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남성복 소재 경향 조사 및 분석에 관

한 지식의 수집을 위하여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일모직 신사복부문, LG패션 신사

복부문, 코오롱패션 신사복 부문 등 3개 업체로 약 2개월 간

아래의 내용들이 조사되었다.

■ 최근의 겉감원단소재 사용 경향

■ 겉감원단소재 선정 기준

■ 겉감원단소재 선정시 측정 항목

■ 접착심지 선정 방법

■ 접착조건 설정 방법 

■ 접착포 평가 방법

■ 현장 애로사항 및 소비자 불만사항 등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의 소재사용 경향에 비추

어 볼 때 대체로 부드러운 소재가 유행되고 있으며, 고급소재

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150 Nm 이상의 모직물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따라서 사용되는 부자재도 경량, 최소

사용으로 전반적인 의복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유연하게 착용

하는 경향이 있었다. 겉감원단소재를 선정할 때의 기준은 성분

>조직>번수 등을 고려하며, 시즌별로 5~10%정도 신소재를 사

용하고 나머지는 과거에 사용하던 것과 비슷한 혹은 같은 소재

를 사용하고 있었다. 제품의 불량 혹은 소비자의 불만요인으로

가장 큰 것이 필링현상이나 미어짐, 버블링(bubbling), 퍼커링

(puckering) 현상 등이며, 특히 여름용 얇은 소재는 접착심지

접착시 접착제의 삼출현상이 쉽게 일어나며, 접착력의 저하와

버블 현상 등도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사전에 겉감원단의 특성에 맞는 접착심지나 최적 퓨징공정

조건을 찾아내어 과학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자재의 선정방법은 주로 과거부터 사용해 오

던 접착심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크며, 이는 새로운 접착

심지를 사용했을 때 불량이 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겉감원단에 따른 접착심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일반

적으로 접착심지업체에서 제시해 주는 기본조건으로 실험을 해

보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그 접착심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평

가하는 방법은 접착강도, 수축률, 굽힘강성, 필링유무 등을 측

정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있었다. 

3.1.3. 실험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수집

.이 직물과 접착심지들은 추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어 전

문가시스템의 활용에도 적용되었다.

3.1.4. 제품 평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수집

겉감원단의 물성에 최적인 접착심지와 접착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접착포의 목적함수를 설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을 바탕으로 접착된 접착포의 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

가하여 최적의 접착포를 찾아내고, 그 접착조건을 찾아내는 것

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개의 의류기업들이 각 사별로 희

망하는 최적의 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과 생

산현장의 기술자들이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몇 가

지 형용사 단어로 설정하여 그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관점에서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태평가 방법

은 기 연구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정하였

다. 이미 연구된 주관적 태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inakor et al.(1980)이 보고한 주관적 감각치와 연관되는 물

성에 대한 연구보고와 김동욱 외(2002)가 보고한 소모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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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특성 및 표면특성이 주관적 감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채택된 최적의 접착포

에 대한 특성은 불량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접착포의 FAST

의 물성을 기반으로 하는 각각 업체의 주관적 감각에 의한 유

행 선호도와 접착강도 등이다.

3.2. 전문가시스템의 구축

최적의 접착심지는 완성된 의복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유행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 최적의 접착심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겉감원단의 물성을 알고 그에 적절한 접착심지를 선택해야 하

며, 그 다음에 겉감원단과 접착심지를 접착하여 접착포의 성능

을 평가해 봄으로써 최적의 접착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적절

한 공정조건을 찾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물성이 적합한 접착심

지를 선택하더라도 접착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만약

적절한 접착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부자재 선정단계로 돌

아가서 다른 접착심지를 찾아내어야 한다.

따라서 최적의 접착심지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베이스

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최적의 접착심지군이 선정하도록 설계하

Table 1. Specification of fusible interlinings (IS Co.)

시료번호 폭(inch)
밀도 (본/inch) 중량(g/m2)

mesh 조직 시즌 혼용율 dot타입 dot 모양
경사 위사 total powder fabric

IS-56 44/45 26 78 11 67 17 기모 w/knit F/W PET30/VR70 S cp

IS-573 59/60 28 106 11 95 17 기모 w/knit F/W PET30/VR70 S cp

IS-574 44/45 30 112 11 101 17 기모 w/knit F/W PET30/VR70 S cp

IS-71 44/45 70 26 100 15 85 17 기모 twill F/W CO40/VR60 S cp

IS-73 44/45 70 23 88 13 75 17 기모 twill F/W CO43/VR57 S cp

IS-74 60/61 70 40 74 12 70 17 기모 twill F/W CO100 S cp

IS-8230 44/45 60 29 102 16 86 17 twill F/W PET100 D cp

IS-8231 44/45 48 28 79 11 68 17 twill F/W PET100 D cp

IS-8250 44/45 60 52 39 9 30 20 twill S/S F/W PET100 D cp

IS-8275 44/45 60 48 48 11 37 17 twill F/W PET100 D cp

IS-8211 44/45 48 39 56 11 45 17 twill F/W PET100 D cp

IS-8215 44/45 60 37 61 11 50 17 twill F/W PET100 D cp

IS-8271 44/45 88 53 82 12 70 17 twill F/W PET100 D cp

IS-8217 44/45 89 38 90 11 79 17 twill F/W PET100 D cp

IS-8501 60/61 62 44 65 12 54 17 twill F/W PET100 D cp

IS-8032PC 44/45 84 80 37 8 29 25 plain S/S PET100 D cp

IS-8080PJ 44/45 61 53 39 8 31 20 plain S/S F/W PET100 D cp

IS-8082PJ 44/45 61 53 34 8 26 20 plain S/S F/W PET100 D cp

Table 2. Specification of face fabrics (L Co.)

시료

번호
혼용률

사용

용도
접착심지

접착조건
(
o
C, m/min, 

kg/cm
2
)

접착력
(gf/in)

L1 WL100 SUIT IS-3017 135, 4.0M, 3.0K 726

L2 WL100 SUIT " 140, 3.0M, 3.2K 633

L3 WL100 SUIT " 140, 3.0M, 3.2K 630

L4 WL100 SUIT " 140, 3.0M, 3.2K 650

L5 WL100 SUIT IS-3017 140, 4.5M, 3.0K 710

L6 WL100 SUIT " 140, 4.5M, 3.0K 859

L7 WL90,CM10 SUIT " 140, 3.0M, 3.2K 952

L8 WL100 SUIT IS-8217 140, 3.0M, 3.2K 717

L9 WL90,CM10 SUIT IS-3017 140, 3.0M, 3.0K 980

L10 WL100 SUIT " 140, 3.5M, 3.2K 693

L11 WL85,CM15 SUIT " 140, 3.0M, 3.0K 721

L12 WL90,CM10 SUIT IS-3017, 8217140, 4.0M, 3.0K1080, 1144

L13 WL90,CM10 SUIT IS-3017 140, 3.0M, 3.0K 759

L14 WL100 SUIT " 140, 3.0M, 3.2K 644

L15 WL90,CM10 SUIT IS-3017, 8217135, 3.5M, 3.0K 697, 1168

L16 WL100 SUIT IS-8217 135, 3.0M, 3.0K 810

L17 WL100 JKT IS-3017 140, 3.6M, 3.2K 788

L18 WL90,CM10 SUIT IS-3017, 8217135, 3.5M, 3.0K 648, 1150

L19 WL100 SUIT IS-3017 135, 3.0M, 3.0K 737

L20 WL100 SUIT " 135, 3.0M, 3.0K 801

L21 WL100 SUIT IS-8217 140, 3.0M, 3.2K 698

L22 WL100 JKT IS-3017 140, 4.0M, 3.0K 1006

L23 WL90,CM10 JKT " 140, 4.0M, 3.0K 1096

L24 ACRYL70,WL30 JKT " 140, 3.0M, 3.2K 770

L25 WL100 SUIT " 140, 3.5M, 3.2K 910

L26 ACRYL55,WL45 JKT " 140, 3.0M, 3.2K 773

L27 WL90,CM10 SUIT " 135, 3.0M, 3.0K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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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단계로는 의복의 특성상 가져야할 적당한 접착심지군 6

종을 선별하고, 2단계로 1차에 선정된 접착심지중 의복에서 요

구되는 유행정보에 따라 최적의 접착심지군 3종을 선정하도록

설계하였다.

지식베이스의 구축은 겉감원단과 접착심지의 데이터베이스

를 바탕으로 위에서 수집한 지식을 규칙(rule) 기반으로 작성하

였다. 겉감원단과 접착심지는 FAST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었다. 겉감원단의 특성이 주어지면 지식

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접착심지의 데이터베

이스와 지식베이스를 이용해 1, 2단계에 거쳐 적합한 접착심지

군을 검색하여 자동으로 찾아준다.

3.2.1. 겉감원단/접착심지 데이터 입력부

겉감원단의 역학적·물리적 성질은 FAST 시스템의 특성치,

HESC-103A 정량적인 특성치 등을 말하는 것으로 입력방법은

네트워크상 혹은 디스켓 등의 보조기록매체를 사용하여 측정기

데이터 파일로 입력받거나, 사용자가 이들 물성치를 직접 숫자

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이들 계측된 특성치를 가지

고 있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지정한 자연어로 그 각각의 물성

의 정도를 입력할 수도 있다. 이를 예로 들면, FAST 물성치인

RS1(경사방향의 완화수축율)의 경우 (①작다, ②보통이다, ③크

다)의 3단계 지정된 값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입력된 역학적·물리적 성질의 퍼지화를 위해서는 숫자로

입력된 겉감원단의 역학적·물리적 성질은 다음의 소속함수

(membership function)로 정의된 퍼지화 규칙에 따라 3단계 혹

은 5, 7단계의 퍼지화 단계를 거쳐 변환된다(이광현, 오길록,

1991; Zadeh, 1994). Fig. 3에 RS1의 3단계 퍼지화 과정을

보인다. 이 경우 RS1의 값이 1.5인 경우 RS1의 퍼지 값은 {(

낮음, 0.0), (적당, 0.7), (높음, 0.3)}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들

을 위의 입력된 물성치에 모두 적용시키면 모든 물성치는 ‘낮

음’, ‘적당’, ‘높음’에 대한 각각의 퍼지값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FAST 물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치값을 온라인상

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이때 FAST 시스템에서 Export된 Text

File로부터 자동 입력하게 설계하였다. 만약, 겉감원단의 FAST

물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접 퍼지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사전에 수집된 지식인 FAST 특성치의 적정범

위의 가이드라인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이와 같이 입력된 겉감

원단 FAST 물성의 퍼지값은 FAST 컨트롤 챠트로부터 역으로

산출하여 수치값으로 변환할 수 있다. Fig. 4에 겉감원단의 용

도 및 FAST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Fig. 5

에 완성된 전문가시스템의 겉감원단 데이터베이스를 보인다.

접착심지 데이터베이스의 속성(field)은 ID, 조성, 용도, 무게,

퓨징시간, 압력, 퓨징온도, 세탁조건, FAST 물성치 등이다. 접

착심지의 각 속성을 입력/수정/정렬 등을 할 수 있는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갖도록 설계하였

으며, 접착심지 각각의 FAST 물성은 정량적인 수치값으로,

FAST 시스템에서 Export된 Text File로부터 자동 입력된다.

Fig. 6에 접착심지의 용도, 속성 및 FAST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Fig. 7에 완성된 전문가시스템의 접착심

지 데이터베이스를 보인다.

3.2.2. 접착포 물성의 예측부

겉감원단과 접착심지가 선정되면 접착포의 물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지식 수집을 통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Koeing, Kadolph, 1983; Nitta, 1986; Nagano, 1986; Fan et

al., 1997b). 따라서 본 시스템을 사용하면 겉감원단, 접착심지,

접착포의 물성치를 수치값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Fig. 8에

전문가시스템의 접착포 물성예측의 실행화면을 보이고 있다.

3.2.3. 최적의 접착심지군을 선정하기 위한 지식베이스

최적의 접착심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단

계로 나누어 의복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적당한 접착

심지군 6종을 선별한 후, 선정된 접착심지중 의복에서 요구되

는 유행정보에 따라 최적의 접착심지군 3종을 선정하도록 설

계하였다.

3.2.3.1. 1단계 지식베이스와 추론엔진

1단계는 접착심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체 접착심지중에

서 계산에 의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주어진 겉감원단에 어울

리는 최적의 접착심지 6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접착포의 평

Table 3. Specification of face fabrics (I Co.)

시료번호 코드 시즌 구성 성분 번수 조직 용도 중량 (OZ/YD)

W1 8SW8790 F.W W 60 * P 40 2/60 * 1/40 능직 2U+2D 남성정장 10.50~11.00

W2 20SW3241-2 F.W W 100 * W 100 1/20 * 1/20 평직 남성정장 9.25~9.75

W6 9SW3133 F.W W 100 * W 100 2/90 * 1/60 능직 2U+2D 남성정장 8.50~9.00

W8 21SW8157 F.W W 100 * W 100 2/72Z * 2/72Z 능직 2U+2D 남성정장 10.25~10.75

W9 20SW3159 F.W W 100 * W 100 2/48 * 2/48 팬시조직 남성정장 11.75~12.25

W11 21SW3154 F.W W 100 * W 100 2/90 * 1/50 능직 2U+1D 남성정장 7.75~8.25

W12 20SW8492 F.W W 84 * S16 2/60 ,2/120 SILK*2/60능직 2U+2D(물실크) 남성정장 9.00~9.50

W13 21SW3253 F.W W 100 * W 100 2/100 * 1/50 능직 2U+2D 남성정장 8.50~9.00

W14 20SW3232 F.W W 100 * W 100 2/72 * 1/40 능직 2U+1D 남성정장 9.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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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3가지 유형의 퍼지함수는 Fig. 9와 같

이 정의하였다.

이때, 지식베이스에 수록된 접착포의 평가함수(단, c:접착포,

f:겉감원단, i:접착심지, 1-경사, 2-위사)는 위의 3가지 퍼지함수

유형을 이용하여 다음의 10가지로 나타내었다.

① 전단강성비 (Gi/Gf) : Type 1(0, 1.5, 3, 4.5)×10

② 전단강성비 (Gc/Gf) : Type 2(4.88, 9.10)×9.5

③ 굽힘강성비 (Bi1/Bi2) : Type 1(0, 0.5, 0.7, 1.2)×9.0

④ 굽힘강성비 (Bc2/Bc1) : Type 1(0.08, 0.35, 4.1, 5.0)×8.5

⑤ 굽힘강성비 (Bi1/Bf1) : Type 1(0, 1, 1.5, 2)×8.0

⑥ 굽힘강성비 (Bi2/Bf2) : Type 1(2, 3, 4.5, 5.5)×7.5

⑦ 신도비 (Ei1<Ei2) : (Yes=1, No=0)×7.0

⑧ 중량비 (Wc/Wf) : Type 2(1.50, 1.86)×6.5

⑨ 신도 (Ei1) : Type 3 (3, 11)×5

⑩ 신도 (Ei2) : Type 3 (3, 11)×5

위의 식에서 Type의 괄호 안의 숫자 들은 유형별 퍼지 함수

에 사용되는 상수들로 이 값들은 기업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

Fig. 3. Fuzzification procedure of RS1 property

Fig. 4. Input of face fabric characteristics

Fig. 5. Face fabric database of an expe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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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품의 유행정보, 판매전략, 소재동향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숫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수집된 지식을

근거로 선정된 값들이다. 예를 들어, ①번 규칙의 “Gi/Gf :

Type 1(0, 1.5, 3, 4.5)×10”가 의미하는 것은 “주어진 겉감원단

의 전단강성(Gf)에 대한 적용된 접착심지의 전단강성(Gi)의 비

가 Type 1의 퍼지 함수를 따르며, 그 값이 0이하인 경우 평가

값은 0점, 0~1.5 사이에 있을 경우 ‘낮음’에 대한 값이 0~1사

이 점수, 1.5~3사이에 있을 경우 ‘적당’에 대한 값이 1점,

3~4.5 사이에 있을 경우 ‘높음’에 대한 값이 0~1사이 점수, 4

이상인 경우 평가값은 0점의 평가값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①번 규칙을 적용한 평가값은 최종적으로 Rule의 중요

도에 따라 가산치가 곱해지게 되며, ①번 규칙의 경우 중요도

가 가장 높으므로 10점을 곱하여 계산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주어진 겉감원단에 어떤 접착심지를 적용했을 경우, 만약 그

Gi/Gf값이 1.8쯤 된다면, ①번 규칙을 적용해서 얻은 점수는 총

10점이 된다. 이때 항목별 가산점은 수집된 지식들을 근거로 중

Fig. 6. Input of fusible interlining characteristics

Fig. 7. Fusible interlining database of an expe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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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여겨지는 규칙순서에 맞춰 주관적으로 0.5점씩 차감

한 것이다.

결국 주어진 겉감원단에 각각의 접착심지를 10개의 규칙을

적용하면 각 해당 점수를 산정(항목별 가산점 다름)하여 10항

까지의 합으로 총 평가점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접

착심지 점수는 마지막 규칙인 아래의 ⑪번 규칙을 적용하여 최

종 평가점수를 구할 수 있다. ⑪번 규칙의 경우, 이는 불량에

대한 정보이므로 아무리 평가점수가 높더라도 불량이 나게 되

면 위에서 얻어진 총점에 0을 곱하게 되어 최종점수는 0점이

된다. 

⑪ 불량(Yes=0, No=1) : 최종 접착심지별 평가점수 = 번까

지의 Sum×불량점수

※ 탈착(Delaminating), 수지 뱀(Striking Back & Through),

불량외관 등

마지막 ⑪번 규칙을 적용시키면 최종적으로 11개의 규칙을

적용시킨 접착심지는 최종 평가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주어진

겉감원단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모든 접착심지를 각

각 적용시키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6개의 접착심지 군

을 1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Fig. 10에 전문가시스템의 1단

계 추론과정의 실행화면을 보이고 있다. 이때 접착심지의 검색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3.2.3.2. 2단계 지식베이스와 추론엔진

2단계는 1단계에서 2배수로 선정된 6종의 접착심지중에서 최

적의 접착포에 요구되는 특성(제품의 유행정보) 평가기준을 적

용하여 주어진 겉감원단에 어울리는 최적의 접착심지 3개를 순

위별로 선정하는 과정이다.

최적의 접착포에 요구되는 특성(유행정보) 입력/처리부는 겉감

원단의 용도와 유행, 트랜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단계로 경위

사의 신장성(EXT), 경위사의 굽힘강성(B) 및 전단강성(G)의 5가

지 항목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들 입력치

는 경사방향의 굽힘강성(B1)의 경우 Fig. 11과 같이 ‘낮음’, ‘적

당’, ‘높음’으로 자동 표시되고, 이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원하는

접착포의 유행정보에 대한 퍼지값을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으로

써 각각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쉽게 입력할 수 있다. 

Fig. 8. Property prediction of a fused composite using an expert system

Fig. 9. Type of fuzzification functions for quality evaluation of fuse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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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한 퍼지함수는 B1의 경우 Fig. 12와 같다. 여기서

사용된 숫자들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수집된 지식을 근

거로 선정된 값들이다. 이 값들은 접착포의 개발동향이나 유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1의 기준치(5.7, 6.4 34.8,

97.0)를 이용해 퍼지화하면, 접착포의 트랜드에 대하여 ‘낮음’, ‘적

당’, ‘높음’에 대한 구체적인 퍼지값을 얻을 수 있다. 사용자(소비

자)가 원하는 제품인 접착포가 경사방향으로 굽힘에 대해 유연한

것일 경우, 소비자는 간단히 입력창의 바(bar)를 움직여 ‘약간

유연한’ 정도를 고르면, 대략 소비자가 선택한 B1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5.4~6.4 정도에 있는 어떤 수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 사용자의 입력치를 퍼지함수를 이용해 다시 수

치화할 수 있으며, 결국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접착포에 대

한 유행 및 트랜드 정보의 해당 항목에 대한 퍼지값과 수치값

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트랜드 정보(목표치)는 위의

접착포 물성의 예측부에서 얻어진 접착포의 예상 특성치와 비

교되어, 직접 실험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원하는 트랜드를 반영

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접착심지 군(3종)을 선정할 수 있도

록 한다.

이렇게 수집된 지식을 가지고 주어진 겉감원단에 대하여 1단

계(11가지 규칙을 적용시킨)에서 6종의 접착심지를 선정하고, 2

단계(사용자가 원하는 접착포의 유행 정보)에서 순차적으로 3종

Fig. 10. The 1st step for 6 optimum fusible interlinings of an expert system

Fig. 11. Input of trend information for fused composites (B)

Fig. 12. Fuzzification of trend information for composites (B1)

Fig. 13. The 2nd step for 3 optimum fusible interlinings of an expert

system

Fig. 14. Final selection of a optimum fusible inter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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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최종 접착심지군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정된 3종의 접

착심지는 기업의 재고현황이나 경제적 여건 혹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가장 우수한 1종류로 선정된다. Fig. 13에 전문가시스

템의 2단계 추론과정의 실행화면을 보이고 있으며, Fig. 14에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접착심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정된 최적

의 접착심지 사례를 보이고 있다.

4. 결 론

의류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 의류생산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

의 개발은 제품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공정의 시스템화를 가

능하게 하고, 국내에서의 고부가가치 의류 제조기술 및 기획생

산 및 의류의 브랜드 산업 전략의 확립과 표준화를 이루어 기

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수집, 지식베이스 구축, 추론엔진 구축 등

의 과정을 통하여 접착심지 선정용 전문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겉감원단의 FAST 특성치를 이용한 최적 접착심지 선정을 위한

순서는 우선 ① 주어진 겉감원단으로부터 원단 물성이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입력되면, ② 접착심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접착

심지로부터 접착심지 물성을 가져오게 되며, ③ 지식베이스와 추

론엔진에 등록된 규칙들을 적용하여 우선 적합한 6종의 접착심

지를 선정하고, ④ 그 다음 사용자가 입력한 유행 및 트랜드 정

보를 반영하여 3종의 최종 접착심지군을 선정한다. ⑤ 이렇게 선

정된 3종의 접착심지를 기업 현황에 맞게 적용하여 실제 실험결

과를 토대로 최종 1개의 접착심지를 얻을 수 있다. 겉감원단과

접착심지의 데이터베이스 및 DBMS 기능은 물론 겉감원단과 접

착심지의 물성으로부터 접착심지가 부착된 접착포의 물성을 예

측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전문가시스템의 접착심

지 제조업체의 적용 시에는 각종 고부가가치용 의류를 위한 접

착심지의 기획생산, 불량방지 등을 가능하게 하여 수출주도형 산

업으로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고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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