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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is study, 18 kinds of cut and sew or seamless knitted test garment were made. Samples differed from 
each other by skirt angles(90°, 180°), gauges(7G, 12G, 15G), and grain directions(bias direction, wale direction, 
and radial direction). After measur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various gauges on the seamless knitting machine, 
I compared shape of the knitted flare skirt through subjective evaluation on appearances. The data analysis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Duncan-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subjective evaluation on appearances of knitted flare skirts showed the following: In case of 90° skirt, 
the seamless skirt showed a much higher score in every gauge expect that of the cut and sew 12G, and silhouette 
of 15G wale direction. In case of the 180° skirt, the seamless type showed a much higher score in every item 
over the cut and sew expect the silhouette part of 7G wale direction. 

Key words: sensory test(외관평가), cut & sew making method(봉제형 제작방법), seamless making method(무봉
제형 제작방법), knit flare skirts(니트 플레어스커트).


†교신저자 E-mail : hs0878@hywoman.ac.kr

 

Ⅰ. 서  론
오늘날 여가생활이 중요해지면서 편안하고 외관

유지가 용이한 의복이 소비자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환영 받는 니트는 그
동안 몇 가지 정해진 아이템에 국한되어졌던 디자

인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패션상품으로 개발되어 
자신만의 개성 추구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환
영 받고 있다. 그러나 니트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
해 노동력 의존도가 높고, 편성 후의 가공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 아니라 전문 기술 인력의 부
족으로 기술 개발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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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지원, “무봉제 니트웨어와 재단봉제 니트웨어의 생산 공정 비교 분석”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 2. 
2) 서정권, 이정욱, 이춘계, “의복의 3차원 형상 계측에 관한 연구: 플레어스커트의 헴라인의 형상에 미치는 플레

어 양의 영향,” 섬유공학회지  33권 11호 (1996), pp. 985-991. 

전통적인 니트의 생산방식인 봉제형 편성방식은 
의복을 구성하는 원단의 각 부분들이 작업의 순서
에 따라 봉제되어 의복으로 조립되는 방식으로 대
부분의 작업이 기술 인력에 의존되어 이루어지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인 니트의 봉제 공정은 섬유산업의 최종 제품화 과
정을 말하는데, 니트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1), 이러한 생산방식은 전
문 기술 인력의 부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내외
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개발된 무 봉제형 완벌 생산방식은 
전통적인 봉제형 생산방법과는 다르게 실에서 바
로 완전한 한 벌의 의복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그 
특징은 시접 분량이 없고 이음선이 없어 부드럽고 
가벼우며 착용감이 뛰어나서 입체적으로 아름다운 
3차원 실루엣 표현이 가능할 뿐 아니라, 봉제과정
이 없이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
산 공정의 단순화, 생산시간의 단축, 컴퓨터 제어에 
의한 전 공정의 균일한 관리와 생산으로 품질이 향
상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무 봉제형 완벌 생산방식
은 니트의 생산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문제점을 동반하는 봉제과정을 생략할 수 있
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디자인 변화에 쉽
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3차원적인 아름다운 
실루엣 연출이 가능한 생산 방식으로 그 가능성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의복의 드레이프성은 외형을 이루는 곡선
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외관의 심미성에 관여하
는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드레이프성이 좋은 의복
은 착용했을 때 우아하고 매력적인 실루엣으로 자
유 곡선을 형성한다. 특히 플레어스커트는 이러한 
입체 형상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의복으로 
실루엣을 형성하는 노드의 형상은 플레어스커트에
서 가장 다양하게 발생2)하기 때문에 그동안 직물, 
체형에 따른 플레어스커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들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니트 플레어스

커트 역시 니트 정장에서 빈번하게 제시되는 기초 
의복 아이템으로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 봉제
형 완벌 제작방식을 주제로 한 연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플레어스커트를 대상으로 
한 무 봉제형 완벌 제작방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 봉제형 완벌 제작방식이 
가지는 적은 인력과 다품종 소량 생산의 장점 외에 
솔기가 없는 제작 특징이 아름다운 드레이프가 요
구되는 플레어 스커트에 얼마나 적합한 지 살펴보
고자 한다. 그 시도로 우선 봉제형 제작방식과 무 
봉제형 제작방식에 따른 니트 플레어스커트 외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두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디자인 의도에 따라 봉제형 제작방식과 무 봉제형 
제작방식을 적절히 선택하여 디자인할 수 있는 기
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니트의 생산방식
니트는 코(loop)를 기본으로 이어진 한 가닥 또

는 여러 가닥의 실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실로 뜨
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실의 형태로 된 모든 재료
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나 뜨는 방법에 따
라 서로 다른 조직이 형성되며, 그 용도도 다양하
다. 초기에는 수편물과 몇 가지 기법으로 한정되었
으나, 17세기 이후 산업혁명에 따라 일반적인 동력
기계에 의해 다양한 편직기법(knitting skill)이 개발
되었다.

니트 제품은 크게 가로로 짜는 위편 니트(weft 
knitting)와 세로로 짜는 경편 니트(warp knitting)로 
분류되며, 편기 역시 편성 형식에 따라 크게 위편기
(weft knitting machine)와 경편기(warp knitting machine)
로 분류된다. 또한 편성 형식, 편기의 형상, 사용되
는 편침, 편침의 동작 형식, 제품의 형태, 제품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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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희숙, 김영주, 서미아, “무봉제 완벌 편기의 생산방식에 관한 연구: Whole Garment 편기를 중심으로,” 복식

문화연구 13권 2호 (2005), pp. 190-192. 
4) 김혜경, “Flare Skirt의 Drape성과 착장형태에 관한 연구: Moiré Photograph법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

권 1호 (1991), pp. 38-47.
5) 승봉정, “Flare Skirt의 구성방법에 따른 Drape 효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6) 김혜경, 유화숙, 진병호, 홍희숙, “직물특성이 플레어스커트의 드레이프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논집 연세

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7집 (1993), pp. 3-12.
7) 이정순, “직물의 구성조건이 플레어스커트의 헴라인 형상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논문집 31권 2호 (1993),

pp. 473-487.

<표 1> 생산방식에 따른 니트의 분류
재단
형식

그림

재단 봉제형 한 벌 길이 성형 제품용 부분 완성형 무 봉제형

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기도 한다. 
니트의 생산방식에 따라 크게 봉제형과 무 봉제

형 방법으로 구분되며, 이를 재단 및 봉제의 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면 재단 봉제형 편성물(fully 
cut, yarn length knitted fabric), 한 벌 길이 편성물 
(stitch shaped cut, garment length knitted fabric), 성
형 제품용 편성물(full fashioned knitted fabric), 부
분 완성형 편성물(integral garment knitting), 무 봉
제형 완성 편성물(seamless knitted garment)로 분류
할 수 있고3), 그 분류는〈표 1〉과 같다. 

재단 봉제형 편성물은 환편 니트 원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편제품의 용도에 맞추어 원통상 
또는 평형상으로 편성물을 연속으로 편성하여 재단
과 봉제를 한다. 한 벌 길이 편성물은 성형 제품용 
편성물이나 재단 봉제형 편성물의 방식이 병용되어 
제조되는 것으로, 환편기나 횡편기로 정해진 치수(길
이, 폭 등)로 연속 편성한 다음 이를 재단, 봉제하여 
편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재단 봉제형 편성물보다는 
원단의 손실이 적고 봉제 부분이 감소하지만 숙련된 
봉제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 성형 제품용 편성물은 
편제품의 모양에 맞게 편성 중 성형(코 줄임, 코 늘
임, bind-off 등)에 의해 완 제품 형태를 이루는 방식, 
편 제품을 각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성형 편성한 다
음 이들 부분을 합쳐서 최종 제품의 모양으로 가공하
여 편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부분 완성형 편
성물은 제품의 칼라, 앞단, 포켓 등을 완성된 상태로

연결하여 편성하는 방식으로 편성 후의 제조 공정을 
크게 단순화할 수 있다. 무 봉제형 편성물은 실에서 
바로 재단과 봉제 등의 후속 가공 없이 한 벌의 의복
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편제품의 솔기 부분이 전혀 
없어 의복 자체의 실루엣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착
용 외관 및 착용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플레어스커트
플레어스커트(flare skirt)는 나팔꽃처럼 뻗친 형

이라는 뜻으로 정립(靜立) 시에는 직물의 두께, 직
물의 중량, 소재의 유연성, 플레어 분량, 직물의 올 
방향, 스커트의 길이, 그리고 착용자의 체형의 영향
을 받고 동작 시에 있어서는 이상의 요인에 직물의 
요동(搖動)이 더해져 플레어의 형상은 더욱 복잡하게 
변화한다4). 또한 플레어스커트의 입체 형상은 드레
이프성 및 굴곡(bending), 전단(shearing), 유연특성(flexibi-
lity), 중량(weight), 조직(weave), 두께(thickness) 및 
가공(finishing)과 같은 소재 특성 뿐 아니라 패턴제
도법과 착용자의 체형 등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플레어스커트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3차원적 입체 형상의 실루엣과 관련된 니
트 플레어스커트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승봉정5)은 구
성방법에 따라 드레이프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고, 김혜경6) 등은 직물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
는 드레이프의 상태를 연구하였으며, 이정순7)은 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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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연희, “Circular Skirt의 구성방법에 따른 Drape 효과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9) 류경옥, “어패럴 CAD 시스템을 활용한 플레어스커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0) 西川茂, 須田紀子, “フレア-スカ-トの 3次元 形狀計測技術とドレ-プ作用によって形成される ノ-ド形狀の檢

討,” 纖維高分子材料硏究所硏究報告 Vol. 142 (1984), pp. 5-24.
11) 佐蕂悅子, 小林茂雄. “サ-キュラ-スカトにおける布の重ね合わせ狀態のドレ-プ性,” 家庭學雜誌. Vol. 36 No. 5 

(1985), pp. 299-304.
12) 佐蕂悅子, 石毛フミ子, “フレア-スカ-トにおける丈と フレア-效果との 關係,” 家庭學雜誌 Vol. 36 No. 9. (1985),

pp. 712-720.
13) 須田博子, 樋口ゆき子, “フレア-スカ-トの 搖動性に關する硏究,” 日本女子大學紀要 Vol. 32 (1985). pp. 81-87.
14) 三吉滿智子, “セミフレア-スカ-トの作圖について-人體, デザイン-,” 圖學會 學術講演論文集 (1987). pp. XXV-1-

XXV-8.
15) 植田由宇子, 北村トモエ, “フレア-スカ-トの美しさについて (第1報),” 日本衣服學會誌 Vol. 30 No. 2 (1987), 

pp. 51-58.
16) 기희숙, 김영주, 서미아, op. cit., p. 197.

라인 형상의 특징과 직물의 조건에 따른 상관을 규
명하였다. 김연희8)의 연구에서는 드레이프성에 영
향을 주는 봉제 방법에 따른 실루엣을 밝혔으며, 
류경옥9)은 소재별 물성을 플레어스커트 패턴 메이
킹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西川과 須田10)은 모아레 사진법과 직접 제작한 
드레이프 측정기를 사용하여 파상 형태를 관찰하
였고, 佐蕂과 小林11)은 서큘러스커트에 안감을 겹
쳤을 때의 드레이프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佐
蕂과 石毛

12)는 플레어스커트의 길이와 플레어 효과
와의 관계에 대하여 밝히고, 須田과 樋口13)는 동작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행 시의 하지의 움직임
과 스커트의 요동성을 관찰하였다. 三吉

14)은 소재
의 영향을 받는 실용적인 세미플레어스커트 패턴
을 제시하였으며, 植田과 北村15)은 관능평가에 크
게 관여하는 형태 측정치를 구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플레어스커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니트와 관련하여 플레어스커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입체 형상의 특성과 나아가 

<표 2> 니트 스커트 시료의 특성
게이지 평균 루프장

(mm)
무게

(mg/cm2)
두께
(mm)

편환밀도
Wale/cm Course/cm

7G 10.70 39.41 1.719 4.0  5.5

12G  6.25 25.02 1.421 6.8  8.5

15G  4.88 15.14 1.152 8.2 10.0

무 봉제형 방식의 제작방법이 플레어스커트의 
외관에 주는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봉제형 니트 플레

어스커트와 무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외관 
입체 형상의 외관 평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1. 편성 조건 및 특성
니트 플레어스커트를 편성할 때 사용한 기계는 

무 봉제 완벌 편기(Shimaseiki co. Ltd)인 First 184M
과 SWG173-X 두 가지 기종으로, 게이지는 7G, 12G, 
15G 세 가지로 선정하였으며, 하나의 코(loop)의 길
이를 일정하고 편성 코스(course)마다의 밀도 오차
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편기에 설치된 DSCS 장
치를 사용하였다16). 편사는 무 봉제 편성 시 베드의 
움직임이 많으므로 신장회복성이 우수한 양모(wool) 
100% (2/52's×2) 한 가지로 하였다.

편성 조직은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실루엣 효과
를 가장 잘 연출할 수 있는 평편 조직(plain stitch)
으로 현재 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플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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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니트연구소, 니트제품의 Sewing 및 Linking, (서울: 한양여자대학, 2005), p. 180.

커트에 많이 사용하는 12G를 중심으로 양모 니트 
의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7G, 15G를 선정하였
으며, 플레어스커트의 각도는 사용 편기에서 생산
이 가능한 최대 폭이 180°이므로 90°와 180° 두 종
류로 선정하였으며, 게이지별 편성물의 특성 결과
는〈표 2〉와 같다. 

2. 니트 플레어스커트 실험복 제작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 제작은〈그림 1〉과 같

은 방법으로 스커트 각도가 90°와 180°가 되는 니
트 플레어스커트의 1/4폭을 설계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인대의 치수는 엉덩이 길이 18cm, 허리둘레 
62cm, 엉덩이둘레 89cm, 배 둘레 83cm인 1998년 
동경 바디에서 제작된 8호를 사용하였다.

재단은 90°와 180°의 니트 플레어스커트 2종류
로, 게이지는 7G, 12G 및 15G의 3종류, 스커트의 
결 방향은 패턴의 앞뒤의 중심선이 각각 웨일 방향

<그림 1> 봉제형 패턴.

과 바이어스 방향의 두 종류로 하였다. 봉제 시 시
접을 1cm로 하였으며, 오버록 재봉기를 이용하여 가
장자리를 처리한 후 링킹17) 재봉기를 이용하여 봉
제한 후 가름솔로 완성하고, 단의 처리는〈그림 2〉
와 같이 가장자리가 말리는 현상(curl up)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펄편 조직으로 단을 만들어 
이용하였다. 이때 밑단은 헴라인(hem line)의 형성
에 영향이 가장 적도록 최소한의 길이(1.2cm)로 만
들어 링킹(linking) 재봉기를 이용하여 가공하였고, 
모든 봉제공정을 마친 후 스팀다리미로 완성하였
다. 이는 니트 의복 제작 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 
공정이다. 무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패턴
은 니트 CAD 시스템에 내장된 패턴을 선택하거나 
직접 컴퓨터 패턴 프로그램인 PGM(Pattern Grading 
Marking)에서 제작하게 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패턴 제작은 90°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경우는 봉
제형 패턴에서 계측한 밑단의 둘레 160cm를 전체 

<그림 2> 밑단 처리.

<그림 3> 무 봉제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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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단으로 사용하고, 180° 니트 플레어스커트 역시 
봉제형 패턴에서 밑단에서 얻은 253cm 둘레를 기
준으로 하여, 게이지별로 환산하여 코 수로 계산된 
무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 패턴을 완성하였다
(그림 3). 게이지와 밑단 처리 역시 무 봉제형과 동
일한 조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결 방향은 봉제형 
니트플레어 스커트와는 다르게 제작되었는데, 무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경우 앞뒤의 중심이 
한 방향으로 원뿔 형태를 이루게 되는 방사형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결 방향은 방사형 한 종류밖에 제
작되지 못하였다.

제작된 총 18종류의 니트 플레어스커트 실험복
은〈표 3〉과 같다.

3. 외관에 대한 관능 평가
제작된 니트 플레어스커트 실험복에 대한 입체

적인 외관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 집단에 의한 관능 
평가하였다. 즉, 스커트 각도(90°, 180°), 게이지 종
류(7G, 12G 및 15G), 결 방향(바이어스 방향, 웨일 
방향, 방사형)에 따라 제작된 18종류의 봉제형 니
트 플레어스커트와 무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 
실험복을 인대에 착의시킨 후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전체적인 외관과 실루엣 형상을 중심으로 관능평
가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착의 관능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선정은 니
<표 3> 니트 플레어스커트 실험복 종류

스커트 각도
(패턴의 중심각도)

제작 방식 게이지 결 방향 제작 방식 게이지 결 방향

90°
플레어스커트

(45°)

봉제형

7
바이어스

무 봉제형

7 방사형웨일
12

바이어스
12 방사형웨일

15
바이어스

15 방사형웨일

180°
플레어스커트

(90°)

7
바이어스

7 방사형웨일
12

바이어스
12 방사형웨일

15
바이어스

15 방사형웨일

트 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 항목은 
예비조사 결과 채택된 전체적인 외관 실루엣에 관
한 관능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전면, 측면, 후면과 
전체 외관을 평가하였다. 평점방법은 Likert의 5점 
평점척도로 하여 ‘매우 그렇다’의 5점, ‘그렇다’는 4
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표 4> 외관에 대한 관능평가 항목
구분 문항

전면
 1. 앞 중심선은 지면에 수직인가?

 2. 앞 허리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3. 앞면의 실루엣(플레어)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

 4. 앞면의 헴라인은 수평을 유지하는가?

측면

 5. 옆 솔기선(또는 옆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6. 옆 솔기선(또는 옆선)의 모양은 좋은가?

 7. 옆 솔기선(또는 옆선)의 실루엣(플레어)은 고
르게 분포되어 있는가?

 8. 옆 솔기선(또는 옆선)의 헴라인은 수평을 유
지하는가?

후면
 9. 뒤 중심선은 수직인가?

10. 뒤 허리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11. 뒷면의 실루엣(플레어)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

12. 뒷면의 헴라인은 수평을 유지하는가?

전체 13. 전체적으로 좋은 외관과 실루엣을 가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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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는 1점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우수한 결과로 해석하였다(표 4).     

평가의 결과 분석을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결과를 보인 항목은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Duancan test를 사용하였다. 

Ⅳ. 결  과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제작 방법에 따른 외관 평

가를 위하여 봉제형과 무 봉제형을 스커트 각도, 게
이지, 결 방향에 따라 제작한 18종류의 실험복을 8
호 인대에 착의시킨 후 관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우선 게이지별 제작 방법에 따른 외관 평가 결과
를 살펴보면〈표 5〉와 같이 전면의 중심선과 허리
선의 경우에서는 7G에서만 봉제형과 무 봉제형 간
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선
의 경우, 90°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무 봉제형과 봉
제형 웨일 방향은 좋은 외관 형태로 평가되었으며, 
봉제형 바이어스 방향이 가장 낮은 외관의 평가를 
나타내었다. 이와는 다르게 180° 니트 플레어스커
트에서는 봉제형 바이어스 방향이 무 봉제형보다 
좋은 외관으로 평가되었다. 허리선 부위는 역시 7G
에서만 봉제형과 무 봉제형 스커트 간에 유의한 차
이(F=3.137, p<0.05)를 나타내었는데, 90° 니트 플레
어스커트에서는 무 봉제형의 외관이 가장 좋은 것
으로 평가되었고, 180° 니트 플레어스커트에서는 봉
제형 웨일 방향의 외관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면에서 실루엣과 헴라인은 7G, 12G, 15G 모두 
봉제형과 무 봉제형 스커트 간에 모두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냈는데, 7G, 90° 니트 플레어스커트에서
는 무 봉제형이 가장 좋은 외관으로,  180° 니트 플
레어스커트에서는 봉제형 웨일 방향이 가장 외관
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면 중심 부위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는 다르게 12G와 15G에서는 
90° 니트 플레어스커트와 180° 니트 플레어스커트 
모두 무 봉제형에서 가장 좋은 외관 평가를 받았다.

전면의 외관 평가 결과, 90° 니트 플레어스커트
에서는 모든 게이지에서 무 봉제형의 외관 평가 점
수가 높게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
는데, 즉 90° 니트플레어 스커트의 경우 게이지에 

상관없이 무 봉제형이 더 좋은 외관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측면의 옆선 위치와 옆선 모양은 12G, 90° 니트 
플레어스커트 봉제형 웨일 방향에서 좋은 외관 평
가를 받았으며, 측면 실루엣에서 15G, 90° 니트 플
레어스커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이지에서 무 봉
제형의 외관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180° 니트 
플레어스커트에서 7G 실루엣을 제외한 모든 게이
지에서 역시 무 봉제형의 외관 평가 점수가 더 좋
게 평가되었다. 

후면의 90° 니트 플레어스커트는 다른 측정 위
치와 비교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항목이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12G 중심선, 12G 허리선, 15G 허리
선, 15G 실루엣에서는 봉제형 웨일 방향의 외관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부위에 대
해서는 무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외관이 좋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180° 니트 플레어스커
트에서는 7G 중심선과 허리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외관이 좋은 평가
를 받았다. 

전체 외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경우, 7G, 12G 
및 15G 모두 무 봉제형이 봉제형보다 좋은 외관으
로 평가되었으며, 이 모든 결과는 서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제작 방법별 게이지에 따른 외관 평가 결과를 살
펴보면〈표 6〉과 같이 전면의 경우 봉제형 바이어
스에서 중심선과 허리선에서 봉제형 웨일 방향과 
무 봉제형의 앞 실루엣을 제외한 항목에서 게이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측면의 경우에
서는 봉제형 웨일 방향과 무 봉제형의 실루엣과 무 
봉제형의 헴라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후면의 경우에서는 봉제형의 
경우 중심선에서 무 봉제형의 경우 허리선, 실루엣, 
헴라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봉제형 바이어스 방향의 경우를 살펴보면 7G에
서는 90°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뒤 중심선에서만 좋
은 외관 평가를 받았으며, 12G에서 90° 니트플레어
스커트의 경우 측면의 실루엣과 후면의 허리선에
서 높은 평가를 나타냈으며, 180° 니트 플레어스커
트의 경우 전면에서는 실루엣과 헴라인에서 측면
에서는 옆선의 위치, 옆선의 모양, 헴라인에서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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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게이지별 제작 방법에 따른 외관 평가

문항 게이지
봉제형 무 봉제형

F바이어스 방향 웨일 방향 방사형
90°(n=15) 180°(n=15) 90°(n=15) 180°(n=15) 90°(n=15) 180°(n=15)

전면

중심선
7 2.86 C 3.14 AB 3.57 A 3.57 A 3.64 A 3.00 B 3.353 **
12 2.93 3.21 3.57 3.36 3.50 3.50 1.294 
15 2.64 2.71 2.79 2.86 3.36 3.14 1.633 

허리선
7 2.79 C 3.00 BC 3.21 ABC 3.43 AB 3.79 A 3.14 BC 3.137 *
12 3.29 3.57 3.57 3.21 3.71 3.71 1.322 
15 2.64 2.79 2.50 2.79 3.43 2.86 1.957 

실루엣
7 2.43 B 2.43 B 2.79 AB 3.29 A 3.43 A 3.14 A 3.870 **
12 2.86 C 3.00 BC 2.00 D 3.14 BC 3.64 AB 3.93 A 6.902 ***
15 1.93 B 3.00 A 2.07 B 3.07 A 3.07 A 3.21 A 6.529 ***

헴라인
7 2.36 B 2.50 B 2.86 AB 2.64 B 3.43 A 2.57 B 2.721 *
12 2.29 B 2.57 B 3.36 A 2.50 B 3.43 A 3.57 A 7.156 ***
15 2.29 C 2.64 BC 2.14 C 2.14 C 3.57 A 3.07 AB 9.654 ***

측면 

옆선
위치

7 2.64 B 1.79 C 3.21 AB 3.14 AB 3.50 A 3.29 AB 7.169 ***
12 2.79 B 3.14 AB 3.57 A 2.79 B 3.36 AB 3.86 A 3.122 *
15 2.71 BC 3.00 AB 2.07 C 2.29 C 3.29 A 3.57 AB 5.989 ***

옆선
모양

7 2.00 B 1.86 B 3.21 A 2.86 A 3.36 A 3.14 A 6.904 ***
12 2.71 B 2.50 B 3.36 AB 2.50 B 3.21 AB 3.71 A 3.358 **
15 2.00 BC 2.71 B 1.50 C 2.00 BC 3.50 A 3.57 A 12.312 ***

실루엣
7 2.00 C 2.14 C 2.57 BC 2.93 B 3.64 A 2.86 B 6.381 ***
12 2.57 BC 3.29 AB 2.29 C 2.71 BC 3.79 A 3.71 A 6.575 ***
15 2.64 B 2.79 AB 2.07 B 2.14 B 2.64 B 3.36 A 4.095 **

헴라인
7 2.21 B 1.93 B 2.71 AB 2.71 AB 3.36 A 3.07 A 4.164 **
12 2.29 C 2.29 C 2.71 BC 2.21 C 3.43 AB 3.50 A 5.014 ***
15 2.43 B 2.43 B 2.07 B 1.93 B 3.43 A 3.29 A 6.342 ***

후면

중심선
7 3.00 BC 2.86 BC 2.71 C 3.36 AB 3.64 A 3.21 ABC 3.094 *
12 2.79 BC 2.64 C 3.36 AB 3.14 ABC 3.29 ABC 3.64 A 3.120 *
15 2.43 C 2.64 C 2.79 BC 2.50 C 3.64 A 3.36 AB 5.454 ***

허리선
7 2.36 C 2.14 C 3.64 AB 3.14 AB 3.79 A 3.07 B 8.127 ***
12 3.14 B 3.43 AB 3.86 A 2.43 C 2.93 BC 3.50 AB 5.361 ***
15 1.64 B 2.50 A 2.71 A 2.36 AB 2.29 AB 2.93 A 2.784 *

실루엣
7 1.57 C 1.79 C 2.43 B 2.71 AB 3.36 A 3.00 AB 9.500 ***
12 3.29 3.00 2.71 3.21 3.21 3.29 0.842 
15 1.36 C 2.14 B 2.43 B 2.43 B 2.43 B 3.50 A 10.180 ***

헴라인
7 2.21 B 1.57 C 2.50 B 2.29 B 3.36 A 2.50 B 6.649 ***
12 2.71 3.00 3.29 2.86 2.93 3.29 0.931 
15 1.86 C 2.43 BC 2.50 BC 2.21 BC 2.79 AB 3.21 A 3.864 **

전체 외관
7 2.00 CD 1.71 D 2.43 BC 2.79 B 3.57 A 3.00 AB 10.497 ***
12 2.57 C 3.00 ABC 2.71 BC 2.86 ABC 3.43 AB 3.57 A 2.844 *
15 1.79 C 2.57 AB 1.93 BC 2.00 BC 3.07 A 3.21 A 7.402 ***

*p<0.05, **p<0.01, ***p<0.001.
Duncan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CB: 봉제형 바이어스 방향, CW: 봉제형 웨일 방향, W: 무 봉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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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작 방법별 게이지에 따른 외관 평가
문항 봉제

방법
90도 플레어스커트 180도 플레어스커트

F
7G 12G 15G 7G 12G 15G

전면

중심선
CB 2.86 2.93 2.64 3.14 3.21 2.71 1.161 
CW 3.57 A 3.57 A 2.79 B 3.57 A 3.36 AB 2.86 B 2.525 *
W 3.64 A 3.50 AB 3.36 AB 3.00 B 3.50 AB 3.14 AB 3.080 *

허리선
CB 2.79 B 3.29 AB 2.64 B 3.00 AB 3.57 A 2.79 B 0.565 
CW 3.21 AB 3.57 A 2.50 C 3.43 A 3.21 AB 2.79 BC 4.701 ***
W 3.79 A 3.71 A 3.43 AB 3.14 BC 3.71 A 2.86 C 2.635 *

실루엣
CB 2.43 AB 2.86 A 1.93 B 2.43 AB 3.00 A 3.00 A 4.368 **
CW 2.79 A 2.00 B 2.07 B 3.29 A 3.14 A 3.07 A 0.621 
W 3.43 AB 3.64 AB 3.07 B 3.14 B 3.93 A 3.21 AB 0.802 

헴라인
CB 2.36 AB 2.29 B 2.29 B 2.50 AB 2.57 AB 2.64 A 6.280 ***
CW 2.86 AB 3.36 A 2.14 C 2.64 BC 2.50 BC 2.14 C 13.652 ***
W 3.43 A 3.43 A 3.57 A 2.57 B 3.57 A 3.07 AB 6.196 ***

측면

옆선 
위치

CB 2.64 A 2.79 A 2.71 A 1.79 B 3.14 A 3.00 A 6.908 ***
CW 3.21 A 3.57 A 2.07 B 3.14 A 2.79 AB 2.29 B 3.139 *
W 3.50 AB 3.36 B 3.29 B 3.29 B 3.86 A 3.57 AB 3.743 **

옆선 
모양

CB 2.00 AB 2.71 A 2.00 AB 1.86 B 2.50 AB 2.71 A 6.732 ***
CW 3.21 AB 3.36 A 1.50 D 2.86 AB 2.50 BC 2.00 CD 4.571 **
W 3.36 3.21 3.50 3.14 3.71 3.57 4.155 **

실루엣
CB 2.00 C 2.57 BC 2.64 ABC 2.14 BC 3.29 A 2.79 AB 7.420 ***
CW 2.57 AB 2.29 AB 2.07 B 2.93 A 2.71 AB 2.14 AB 1.604 
W 3.64 A 3.79 A 2.64 C 2.86 BC 3.71 A 3.36 AB 1.432 

헴라인
CB 2.21 2.29 2.43 1.93 2.29 2.43 2.904 *
CW 2.71 2.71 2.07 2.71 2.21 1.93 7.727 ***
W 3.36 3.43 3.43 3.07 3.50 3.29 1.773 

후면

중심선
CB 3.00 2.79 2.43 2.86 2.64 2.64 2.795 *
CW 2.71 AB 3.36 A 2.79 AB 3.36 A 3.14 AB 2.50 B 2.841 *
W 3.64 3.29 3.64 3.21 3.64 3.36 1.571 

허리선
CB 2.36 CD 3.14 AB 1.64 D 2.14 CD 3.43 A 2.50 BC 4.365 **
CW 3.64 AB 3.86 A 2.71 CD 3.14 BC 2.43 D 2.36 D 1.852 
W 3.79 A 2.93 BC 2.29 C 3.07 B 3.50 AB 2.93 BC 3.450 **

실루엣
CB 1.57 BC 3.29 A 1.36 C 1.79 BC 3.00 A 2.14 B 1.157 
CW 2.43 B 2.71 AB 2.43 B 2.71 AB 3.21 A 2.43 B 0.695 
W 3.36 A 3.21 A 2.43 B 3.00 AB 3.29 A 3.50 A 4.776 ***

헴라인
CB 2.21 BC 2.71 AB 1.86 CD 1.57 D 3.00 A 2.43 ABC 0.460 
CW 2.50 B 3.29 A 2.50 B 2.29 B 2.86 AB 2.21 B 1.220 
W 3.36 A 2.93 AB 2.79 AB 2.50 B 3.29 A 3.21 AB 5.317 ***

전체 외관
CB 2.00 BC 2.57 AB 1.79 C 1.71 C 3.00 A 2.57 AB 2.512 *
CW 2.43 2.71 1.93 2.79 2.86 2.00 1.804 
W 3.57 AB 3.43 A 3.07 B 3.00 A 3.57 A 3.21 B 1.147 

*p<0.05, **p<0.01, ***p<0.001.
알파벳은 Duncan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 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A>B>C>D).
*CB: 봉제형 바이어스 방향, CW: 봉제형 웨일 방향, W: 무 봉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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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허리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든 
문항에서 무 봉제형인 경우가 봉제형인 경우에 비
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90° 니트 플레어스커트 경
우에서만 후면 허리선 위치의 문항에서는 봉제형 
식서방향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15G에서 90°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경우, 전면에
서는 헴라인에서 측면에서는 옆 헴라인에서  후면
의 뒤 허리선에서 높은 평가를 나타냈으며, 180° 니
트 플레어스커트의 경우 전면에서는 실루엣에서 
측면에서는 옆선의 위치, 옆선의 모양, 옆 실루엣에
서 후면에서는 허리선, 실루엣, 헴라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외관 평가 항목에서는 봉제형 바이어스 방
향의 경우 12G에서 좋은 평가를 보여 게이지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평가 부위별로는 전체적인 외관 평가에서 
모든 부위에서 무 봉제형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7G로 제작한 180°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경우에서
만 전면의 모든 부위와 후면의 중심선과 허리선 부
위에서 모두 봉제형 웨일 방향의 외관이 무 봉제형
보다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인 스
커트의 방향이 코의 형상과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직선으로 라인을 만들어 보여서 더 좋은 
외관으로 평가된 결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니트 플레어스커트에서 제작 방식에 

따른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와 무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외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
으로 모든 게이지에서 무 봉제형 스커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좋은 외관을 보였다. 90° 니트 플레어
스커트의 경우 측면의 12G 옆선 모양과 15G 실루
엣에서 봉제형 웨일 방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이
지에서 무 봉제형의 외관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
으며, 180° 니트 플레어스커트에서는 7G 실루엣에
서 봉제형 웨일 방향을 제외한 모든 게이지에서 무 
봉제형의 외관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게이지
로는 12G가 전체적으로 가장 외관이 좋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즉, 봉제형과 무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의 외

관을 종합하여 비교한 결과, 무 봉제형 니트 플레
어스커트가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에 비해 전
반적으로 모든 게이지에서 좋은 외관을 보였으며, 
스커트의 중심 결 방향이 방사형의 형태로 균일한 
헴라인을 형성하게 되어 아름다운 외관 및 입체 형
상을 나타내어 무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가 봉
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보다 우수한 외관을 가지
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무 봉제형 니트 플레어스커트는 봉제
형에 비해 그 외관이 우수하고, 가공 공정이 없이 
편성만으로 니트 제품이 완성되므로 제작 시간이 
단축되고, 봉제 시 재단에 의한 원단의 손실이 없
어 고급 원사를 절약할 수 있는 원가 절감 등의 장
점이 있는 제작 방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니트 산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 봉제형 제작 방법을 도
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고급 인력 양성에 힘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니트 산업에
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추가 발주 등에 빠르게 대
응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무 봉제
형 방식의 도입 확산과 더불어 무 봉제형 편성 방
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무 봉제 편성에서 물성의 연구를 위해 
선정된 소재가 니트 플레어스커트 편성이 가능한 
소재이어야 하고, 또한 편성 기계의 특수한 조건으
로 인한 제한점 때문에 다양한 신소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모 소재로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
과를 다른 모든 소재의 경우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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