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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mpressive garments guarantee the required pressure and form depending on the type of disease 

and the state of injury can be used in the preventive treat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preliminary data to develop medical clothing products, especially knitted compression garments. Starting from 

analyzing knitted structure of imported pressure goods to apply to test samples, 11 kinds of knitted stretchy fabrics 

were manufactured under the various knitting conditions, then their tensile, mechanical and hand properties were 

measured. In comparison size changes by knitting structure, tuck stitch applied structure showed an increase in 

course direction and decrease in wale direction. Float stitch applied structure indicated the contraction of size in 

width because of unformed loops and floated yarn on the technical back of fabric. As a result of tensile properties 

in tuck and float applied structure, tensile strength was increased in the course direction. On the other hand, the 

more loops overlapped due to the tuck and float stitch, the more decreased their elongation and elastic recovery 

were. In case of mechanical properties, as the tuck and float stitch were overlapped double or triple the bending 

and shearing properties were risen. Accordingly, the drape of fabric becomes stiff, and its surface becomes rough 

and uneven. The measurements of hand properties showed that the value of KOSHI, FUKURAMI NUMERI in tuck 

and float applied structure are higher than the plain structure. This result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chanical and hand properties. 

Key words: compression garment(압박복), garment pressure(의복압), float stitch(부편), tuck stitch(턱편), tensile 

properties(인장 특성), mechanical properties(역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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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인체에 가해지는 의복의 압력/압박을 조절하여 질

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고, 재활에 활용하는 메디

컬 의복을 압박복(compression garment)이라고도 한

다. 압박복은 인체의 특정 부위의 혈액 순환을 촉

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압박요법(compression therapy)

을 사용하여 설계된 의류 제품을 의미한다. 압박용

법으로 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에 관여하는 양말, 

스타킹, 밴드, 의복 등에서 요구되는 압력의 세기 

및 패턴은 관련 질환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메커니

즘과 착용하는 인체 부위와 그 형상에 따라 다양하

다. 따라서 질병과 외상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요

구되어지는 적합한 압박의 강도와 형태에 부여할 

수 있는 의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

에서 특히 노년층에 많이 나타나는 심혈관계 질환

의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질환의 특성이나 착용 목적에 따라 많은 제약과 정

확한 맞음새(fit)를 필요로 하는 헬스케어 의류의 설

계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밀착형 의복 제작 기

술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노년층과 같이 체형 

변화에 따라 일반적인 의복치수에 부적합한 경우

에 더욱 해당된다.   

인체에 단순한 밀착 이상의 압박을 가해야 하는 

압박복의 재료로 신축성과 유연성이 우수한 니트 소

재가 쓰이고 있는데, 니트 소재는 원사의 종류, 편

성방법, 편성조직 등에 따라 신축성, 외형 및 압박

강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보면, 의복압 및 압박복에 관한 연구로 밀

착원형패턴설계에 관한 연구,3,4) 신축성 소재의 맞

음새와 의복압에 관한 연구,5～7) 의복압과 인체생리

반응에 관한 연구,8) 그리고 니트직물의 편성조직과 

태에 관한 연구9) 등이 있다. 하지만, 압박복 재료로

서 니트 소재의 여러 가지 물성 및 신체부위별 외

형에 따른 편성조직의 구성과 이에 따른 압박정도

의 조절 여부 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한국은 세계 9위 섬유 제품 수출국이고, 세계 5

위의 기술 수준을 가진 섬유산업이 국제적 비중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메디컬 섬유 제품 시

장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메디컬 섬유 소재/제품 분

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10) 그러므

로 수입 대체(무역수지개선) 및 세계시장에 진출하

기 위해서는 압박복과 같은 메디컬 섬유 제품의 국

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박복 소재에 적절한 압박 강도와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 니트 소재의 조직구성에 따

른 외형 및 물성 비교 그리고 역학적 특성을 측정

한 후 태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건강 의류 제품 개발을 위해, 특히 의

료서는섬유 제품 분야의 수입 대체 및 글로벌화를 위

한 니트 소재 압박복의 국내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  방법

1.압박복 제 의 니트 조직  

현재 압박복의 생산업체 실태 조사 결과, 시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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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인 거의 모든 압박 의류 제품은 외국에서 생산

되었다. 이 중에서 제품 종류별로 3종(compression leg 

supporter, compression arm sleeve, compression inner-

wear)을 구입하여 니트 소재의 조직을 분석하였다.

2.압박복 개발을 위한 니트 조직 정

새로운 압박복 개발용 시편직을 위하여 시판 제

품의 분석된 조직과 이를 응용한 조직으로부터 총 

11개의 조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조직의 구성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대표 니트 조직별로 그룹화 

하였다(표 1, 그림 1). 

3.니트 시험편의 제작

시중에서 판매되는 압박복을 분석하여 얻은 니

트 조직과 이를 응용한 조직 총 11개를〈표 2〉와 

같은 조건으로 제작하였다. 위편성은 직물에 비해 

가볍고 유연하여 착용감이 좋으며, spandex를 혼성

하여 탄성의 조절이 가능한 이유로 선택되었는데, 

<표 1> 시판 압박복의 분석 및 응용 후 선정된 11종류의 니트 조직명

대표 니트 조직별 그룹화 조직번호 니트 조직명

Knit  1 Plain

Knit-tuck
 2 1×1 cross tuck

 4 1×1 knit-tuck

Knit-float

 3 1×1 cross float (satin)

 5 2×1 cross float & knit

 6 1×2 cross float

 9 1×1 knit-float

10 3×1 cross float

11 3×1 cross float diagonally

Knit-tuck-float
 7 Floating across 3 adjacent plain needles & 1×1 cross tuck (No.2 + No.4 + No.10)

 8 Floating across 3 adjacent plain needles & tuck with twill (French terry)

<표 2> 니트 시험편 제작 조건

조건 내용

원사 Cotton 90%/Spandex 10%, Combed core yarn

제작기술 및 사용기계 위편성, Computerized flat machine (STOLL) 14G

제작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린의류센터(서울)

편성조직 및 구성
니팅기본조직(Plain, Tuck, Float)과 이를 응용한 조직 종 11가지 조직별로 3가지 tension 

(loop length, 도목) 편성조건을 적용하여 총 66종류의 니트시험편 제작

<그림 1> 압박복 제품의 분석 및 응용 후 선정된 11

종류 니트 조직의 조직도.

현재 다양하고 소량으로 비교적 쉽게 시험편을 제

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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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수)변  측정

동일한 편직조건(원사, 기계, tension)에서 동일

한 loop수(500 stitches)와 course(2000 courses)만큼 

편직하였을 때 plain 조직 대비 각 조직별 치수의 

변화(수축 혹은 이완)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측정

은 조직별로 편직한 시험편을 스팀 처리한 후 warp

와 weft 방향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5.절단 인장 질 측정

니트 조직에 따른 인장 성질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절단 인장 강ㆍ신도와 신장회복률을 측정하였

다. 실험 방법으로는 인장강신도의 경우, C.R.E Type

의 KS K 0815: 2008 그래브법을 이용하였으며, 신

장회복률은 KS K 0815,6.19:2008 A법을 따랐다.

6.역학적 특  측정 및 태 평가

직물의 태(촉감)는 직물의 용도와 사용목적에 대

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압박복은 신

체에 바로 밀착하여 입는 의복이므로 직물의 태 평

가는 압박복 소재 선정 시 중요시되는 평가요소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표 3). 우선 직물의 기본적

인 변형과 관련된 6가지 역학적 성질의 16가지 특성

<표 3> 기본적인 역학적 성질들의 특성치

역학적 성질 기호 역학적 특성치 단위

인장

LT 선형도, linearity

WT 인장에너지, tensile energy gf․cm/cm2

RT 반발성, resilience %

굽힘
B 굽힘 강성, bending rigidity gf․cm

2
/cm

2HB 이력, hysteresis gf․cm
2
/cm

전단

G 전단 강성, shear rigidity gf/cm․deg

2HG Φ=0.5°에서의 이력 gf/cm

2HG5 Φ=5°에서의 이력 gf/cm

압축

LC 선형도, linearity

WC 인장에너지, compressional energy gf․cm/cm
2

RC 반발성, resilience %

표면

MIU 마찰계수, coefficient of friction

MMD MOU의 평균편차

SMD 기하학적 거칠기, geometrical roughness micron

무게와 두께
W 단위면적당 무게 mg/cm2

T 0.5gf/cm
2
에서의 두께 mm

치를 4종류의 측정기기 즉, 인장․전단시험기(KES- 

FB1), 굽힘시험기(KES-FB2), 압축시험기(KES-FB3), 

표면시험기(KES-FB4)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KES(Kawabata Evaluation System)의 변환

식에 의해 주관적인 감각 평가치와 태 평가치를 환

산하였다. 겨울용 outerwear의 태를 나타내기 위한 

KOSHI(stiffness), FUKURAMI(softness), NUMERI 

(smoothness)의 3가지 값을 계산하는 식으로 KN-402- 

KT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겨울용과 여름용 under-

wear의 태를 나타내기 위한 OSHI(stiffness), FUKURAMI 

(softness), SHARI(crispness)의 3가지 값을 계산하는 

식으로 KN-402-KT와 KN-403-KTU를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KN-301-WI NTER, KN-304-WINTER, 

KN-304-WINTER를 사용하여 종합태값(THV)을 산

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니트 조직별 (치수)변

Knit-Tuck 혼합 니트 조직(시험편 No. 2, 4)의 경

우, 폭(course) 방향으로 10% 정도의 치수 증가를 

보였고, 길이 방향에서도 약간의 치수가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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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tuck 응용조직은 plain 조직에 비해 

폭(course) 방향으로 늘어나고 길이(wale) 방향으로 

줄어드는데, 본 실험에 사용된 시험편조직들은 온

전히 tuck 조직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이 아닌 knit와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조직이라 치수 감소가 일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가지 시험편(No. 

2 & No. 4)끼리 서로 비교해 볼 때, tuck보다 knit의 

비율이 더 많은 No. 4의 치수 증가 폭이 더욱 큰 결

과가 나왔다.

Knit-Float 혼합 니트 조직(시험편 No. 3, 5, 6, 9, 

10, 11)에서는 knitting loop의 floating되는 부분의 

수축으로 인해 모든 조직에서 폭 방향의 치수가 감

소되었다. 반면, 길이 방향에서는 3×1 cross float 

(No. 10)에서만 치수 감소 결과가 나왔는데, 편성물

의 폭 방향으로 실의 floating이 길이 방향의 치수변

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floating되는 폭

이 커지면서 길이 방향으로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여진다. No. 10 시험편을 대각선 방향으로 

전개한 No. 11의 경우 길이 방향으로의 변화가 크

지 않아 형태안정적인 면에서 No. 10보다 훨씬 좋

은 것으로 사료된다.

Knit-Tuck-Float 혼합 니트 조직(No. 7, 8)에서는 

3가지 조직이 혼합된 No. 7의 경우, 기존 조직들의 

치수 변화치의 중간치의 결과가 나왔다. Float & 

tuck with twill(No. 8) 조직은 course 방향으로 수축

이 되었는데, 이는 편성물의 조직상 같은 course에 

<표 4> 시험편의 니트 조직별 외형(치수) 변화

기본 니트 조직 분류 니트 조직명 시험편 No.
치수(cm)

Wale Course

Knit Plain 1 140.2 55.5

Knit-tuck
1×1 cross tuck 2 148.2 62.0

1×1 knit-tuck 4 175.2 63.2

Knit-float

Satin (1×1 cross float) 3 184.3 44.5

2×1 cross float & knit 5 203.0 50.0

1×2 cross float 6 172.8 45.5

1×1 knit-float 9 174.2 48.5

3×1 cross float 10 132.3 38.0

3×1 cross float diagonally 11 142.2 46.0

Knit-tuck-float
3 loops float & 1×1 cross tuck (No.2+No.4+No.10) 7 168.3 55.5

French terry (float & tuck with twill) 8 156.3 52.3

tuck되는 loop보다 float되는 loop의 수가 많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반면, wale 방향으로는 10% 정도의 

치수 증가를 보였다(표 4).

2.니트 조직에 따른 절단 인장 질

1)Knit-Tuck 합 니트 조직 

절단 인장 강도는 옷감이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

는 능력으로 옷감이 절단될 때의 하중을 말한다. 

실험 결과, 두 조직 모두 course(폭) 방향으로 강도

가 증가하였는데, tuck 조직의 특징인 폭 방향으로

의 치수 증가에 따라 강도 또한 증가한 것으로 생

각된다. Wale(길이) 방향의 경우, 조직 간의 증감의 

차이를 보였는데, 길이 방향으로 치수가 감소되고 

tuck으로 인해 실에 장력이 걸리면서 인장 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knit와 tuck이 양방향 교

대로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는 조직으로 인해 tuck

만 있는 조직의 길이 방향으로의 수축 현상이 완화

되어 생긴 결과로 보여진다.

절단 인장 신도는 옷감의 원래 길이에 대해 절단

될 때까지 늘어난 길이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을 말하는데, 측정 결과, 옷감이 두 조직 모두 양방

향에서 plain 조직에 비해 떨어지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tuck 조직이 plain 조직보다 신축성이 떨어지

는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No. 2 니트 

조직이 No. 4 니트 조직에 비해 tuck으로 인한 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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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골고루 분산되는 조직이므로 인장 신도의 감소

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신장회복률은 외력에 의해 섬유가 늘어난 길이

에 대한 외력이 제거된 후의 회복된 길이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장 폭 방향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길이 방향으로 약간의 증가가 있었

는데, 이는 시험편의 조직상 knit와 tuck이 함께 배

치되어 있어 tuck만 있는 조직에 비해 신도의 감소

율이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Knit-Float 합 니트 조직 

절단 인장 강도 측정 결과, course 방향으로 6종

류의 조직 모두에서 증가되었으나, wale 방향으로는 

조직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1×1 cross float(No. 

3)와 2×1 cross float(No. 5)와 같이 1 혹은 2 loop 

float인 경우에는 길이 방향으로의 인장 강도의 증

가폭이 비교적 컸으나, floating의 폭이 3일 때(No. 10)

와 wale 방향으로 knit와 교대조직(No. 9)일 경우에

는 그 증가폭이 둔화되었둔화되었둔화되1×2 cross 

float(No. 6)의 경우에는 길이 방향으로의 인장 강

도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는데, wale 방향으로 miss

되는 loop의 수가 클수록 held되는 loop에 미치는 

장력이 커져서 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No. 10의 조직을 대각선 방향으로 배열시킨 

<표 5> 시험편의 니트 조직별 절단 인장 성질 및 신장회복율

그룹 니트 조직명 시험편
인장 강도(N) 인장 신도(%) 신장회복률(%)

Wale Course Wale Course Wale Course

Knit Plain no. 1 300 270 203.4 240.6 85.8 94.8

Knit

-tuck

1×1 cross tuck no. 2 320 460 190.2 236.6 89.2 95.0 

1×1 knit-tuck no. 4 250 330 163.9 195.5 92.5 95.2

Knit

-float

Satin (1×1 cross float) no. 3 430 450 264.8 187.2 94.2 94.2

2×1 cross float & knit no. 5 370 430 254.2 202.7 96.7 94.8

1×2 cross float no. 6 220 360 196.0 236.5 95.8 94.5

1×1 knit-float no. 9 320 340 221.7 231.1 95.8 97.5

3×1 cross float no. 10 330 480 211.4 230.5 92.5 94.8

3×1 cross float diagonally no. 11 260 400 216.0 236.2 92.5 94.7

Knit

-tuck

-float

3 loops float & 1×1 cross tuck

(No.2+No.4+No.10)
no. 7 220 360 196.0 236.5 87.5 95.7

French terry (float & tuck with twill) no. 8 350 370 154.0 170.8 89.2 95.3

No. 11 조직의 경우에도 강도가 떨어졌는데, 이는 

대각선 방향 조직 배열이 직물의 양방향에 가해지

는 장력의 분산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절단 인장 신도에서는 course 방향으로 모든 조

직에서 감소되어 float 편성물의 plain 편성물 대비 

폭의 넓이와 신도가 감소되는 특징이 그대로 반영

된 결과로 보여진다. Wale 방향으로의 인장 신도는 

1×2 cross float(No. 6)의 경우에만 약간 감소하였고, 

나머지 조직에서는 증가되었다.

신장회복률은 폭 방향으로 아주 근소하게 늘거

나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이 방향으로는 10% 내외로 증가하

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float 편성물일 경우 plain 편

성물에 비해 신도가 떨어지나, 이번 실험에 사용된 

원사가 spandex가 10% 포함된 stretch 혼방사라서 

신장회복률이 그렇지 않은 원사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3)Knit-Tuck-Float 합 니트 조직 

절단 인장 강도에서 3 loops float & 1×1 cross 

tuck(No. 7) 조직의 wale 방향을 제외하고 모두 증

가하였는데, 이는 No. 7 조직이 세 가지 조직(No. 2 

+ No. 4 + No. 10)이 혼합된 조직이어서 강도 측정 

시 정확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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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단 인장 신도는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는데, 특

히 float & tuck with twill(No. 8)의 인장 신도의 감

소폭이 컸다. 이는 3 loops의 연속적인 floating이 

tuck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실의 탄성이 아주 많이 

저하된 상태로 판단된다. 신장회복률은 폭 방향으

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길이 방향으로 경미한 

증가치를 보였다(표 5).

3.니트 조직에 따른 역학적 특

1)인장 특 (TensileProperties)

직물에 한 방향으로 힘을 작용시켜 인장 변형되

어 늘어나는 현상과 인장력을 제거했을 때 회복하

는 거동과 관련된 특성으로, 직물의 신장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구속력과 압박력 등에 관계있는 인

장선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형도, 인장에너지, 

반발성 등 총 3가지 항목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 사

용된 시험편의 인장력이 기계측정치를 벗어나 측

정이 불가능하였다.

 

2) 힘 특 (BendingProperties)

직물의 드레이프성, 촉감, 구김이나 주름과 관련

된 성질로 섬유의 미끄럼 저항과 실의 굽힘 특성, 

실의 요차 압력 등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굽힘 강

성은 직물의 경․위사 간의 접촉 밀도, 압력, 접촉 

길이, 실의 굵기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값이 클

수록 뻣뻣한 촉감이 증대되고, 값이 작을수록 곡면

형성이 용이하다는 의미이다.〈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No. 11의 길이 방향(wale)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직에서 plain 조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는 모든 조직이 tuck과 float의 중첩으로 인해 실

간의 접촉면이 많아져서 마찰력 증가로 인해 plain 

조직보다 뻣뻣함을 의미한다. No. 5의 길이 방향의 

굽힘 강성이 비교적 plain 조직과 비슷한 수치가 나

온 것은 2 courses마다 knit 조직이 1 course 배치되

어 있어 다른 조직에 비해 실 간의 접촉 밀도가 적

은 조직 배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No. 11

의 경우 wale 방향으로 마이너스(－) 수치가 나왔

는데, 이는 knit와 3×1 cross float의 대각선 방향 혼

합조직으로 knit 부분에 주름현상이 생겨 측정 시 

정확한 측정지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

   

<그림 2> 니트 조직별 굽힘 특성.

정된다. 또한, 폭 방향(course)으로는 tuck보다 float 

쪽이 수치가 더 커서 뻣뻣함을 알 수 있다.

굽힘 이력은 굽힘 변형과 회복 과정 중에 발생하

는 에너지 손실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값

이 작으면 직물이 유연하여 잘 구부러지는 것을 의

미하는데, 본 실험 결과 전반적으로 굽힘 강성과 

비슷한 결과치가 나왔다. 특히, No. 10의 wale 방향

의 굽힘 이력 수치가 아주 낮게 나왔는데, 이는 loop 

3개가 형성되지 않고 floating되는 과정에서 길이 

방향으로 깊은 골이 형성되어 이 부분이 아주 잘 

구부러져서 직물이 아주 유연하다는 결과치가 나

온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2).

3)전단 특 (ShearingProperties)

직물을 각도를 주면서 신장시킨 외력에 대한 변

형으로 동작할 때 신체의 변형에 따르거나 드레이

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의복의 외관 및 형태, 

그리고 착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전단 강

성은 값이 작으면 전단 변형이 일어날 때 섬유의 

변형이 용이하다는 의미인데, 본 실험에서는 모든 

조직에서 plain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tuck

과 float의 중첩으로 인한 loop 밀도의 증가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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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니트 조직별 전단 특성.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tuck과 float가 중첩될수

록 직물의 드레이프성은 떨어진다. 특히, course 방

향보다 wale 방향의 수치가 높았는데, tuck의 경우

는 course 방향으로 신축성이 좋아지고 float 또한 

loop 미형성으로 실의 수축에 의한 골이 생겨 wale 

방향보다는 유연하다고 보여진다(그림 3).

한편, 전단 이력은 값이 크면 전단 변형 시 섬유

간의 마찰 증가로 변형 후의 회복 형상 시 에너지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실험의 결과는 

대체로 전단 강성과 비슷한 성향을 보였는데, 전단 

강성에 비해 tuck과 float간의 차이는 적었다(그림 3).

4)압축 특 (CompressionProperties)

직물의 부피감과 풍만감, 두께와 관련된 특성으

로, 압축에너지는 압축에 필요한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며, 값이 크면 압축에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 

실험 결과, plain 조직에 비해 tuck과 float 조직의 수

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tuck과 float의 중첩

으로 직물이 두꺼울수록 압축에너지도 증가하는 것

으로 보인다. 특히 No. 11 시험편의 수치가 아주 높

았는데, 이는 3×1 cross float 부분의 수축으로 인한 

knit 부분의 주름 현상으로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

문으로 보인다. No. 7 역시 여러 조직이 혼합되어

서 실의 중첩으로 인해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이

다(그림 4).

선형도는 값이 크면 초기 압축에 대한 저항성이 

커서 압축이 잘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tuck과 float 조직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림 4> 니트 조직별 압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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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이 두꺼울수록 저항이 커서 압축이 잘되지 않

음을 보여준다. 특히 WC 항목과 마찬가지로 No. 

11과 No. 7의 수치가 아주 높았다. 

반발성은 값이 크면 압축 탄성이 좋아 압축 시 

회복 속도가 빠름을 나타내며, tuck과 float 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No. 11 시험편은 두꺼운 만큼 반발

성 또한 낮았으며, No. 3은 측정 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면 특 (SurfaceProperties)

직물의 평활감과 관계가 있으며, 시료 표면의 미

끄러운 정도와 구조적인 평평함을 나타내는 성질이

다. 마찰계수는 값이 크면 미끄러짐에 대한 저항이 

커서 표면이 매끈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그림 5〉

   

<그림 5> 니트 조직별 표면 특성.

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tuck과 float 조직의 수치

가 높았는데, 이는 tuck과 float처럼 실이 중첩되어 

편성될수록 표면이 거칠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No. 

5 이후의 시험편부터 course 방향으로의 마찰계수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floating되는 부분이 넓을수

록 돌출되어 폭 방향으로 골이 생기기 때문에 표면

이 평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마찰계수의 평균편차는 값이 작으면 표면이 매

끄럽고 비교적 균일함을 의미하며, 표면의 거칠기

의 경우 값이 작으면 표면이 평활함을 의미한다. 본 

실험 결과, 조직에 의한 차이보다는 course와 wale 

방향 사이의 수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폭 방향의 골에 의한 것으로 floating의 폭이 넓을수

록 높게 나타나 직물 표면이 균일하지 못함을 의미

한다. 표면 거칠기 또한 평균편차와 비슷한 형상을 

보였다(그림 5).

6)두께  무게(Thickness&Weight)

두께는 직물의 역학적 성질(압축 탄성, 내구성), 

직물의 외관(강연성, 방추성), 직물의 위생적 특성

(보온성, 함기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실험에서 니

트 조직별 두께를 측정한 결과, tuck과 float 조직의 

<그림 6> 니트 조직별 두께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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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plain 조직보다 더 크게 나왔는데, 이는 tuck

과 float에 의한 실의 겹침으로 인해 직물이 두꺼워

졌기 때문이다. 특히, No. 7, 10, 11은 floating 폭이 

넓어 이 부분의 실의 수축 또한 커서 수치가 크게 

나왔다. Tuck와 float의 비교에서는 float 조직이 다

소 두껍게 나왔으나, 시험편 종류의 불균형으로 변

별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무게는 직물의 착용감, 활동성 및 드레이프성과 

관계가 있는데, plain 조직에 비해 tuck과 float 조직

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 이는 실의 중첩으로 밀도

가 높아진 결과로 생각된다. Tuck과 float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tuck으로 인해 실이 중첩되긴 

하지만 held되는 loop에 구멍이 생겨 그만큼 공간

이 생기므로 무게에 그다지 많은 영향은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Wale의 경우에는 float되는 실만

큼 course 방향의 밀도가 높아져 무게도 무거워진

다(그림 6).

4.니트 조직에 따른 태 비

1)KN-402-KT/KNITOUTERWEAR(WINTER)

KOSHI값은 plain보다 tuck과 float 조직에서 KOSHI

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loop가 중첩되어 무게 및 두

께가 증가되고 굽힘 및 전단 특성 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FUKURAMI값 또한 plain보다 tuck

과 float 조직에서 FUKURAMI가 증가하였는데, 이

는 loop가 중첩되어 무게 및 두께가 증가되고, 압축 

특성 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No. 3의 마

이너스 수치는 측정 불량으로 보인다. NUMERI 수

치 역시 plain보다 tuck과 float 조직에서 NUMERI

가 증가하였다. 이는 편환의 겹침으로 무게 및 압

축과 표면 특성 등이 증가해서 직물 표면이 매끄러

우면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7).

2)KN-403-KTU/KNITUNDERWEAR(WINTER)

KOSHI값에서 plain과 다른 조직 간의 뚜렷한 차

이는 없었으며, tuck과 float 조직간 차이에서는 KN- 

402-KT / KNIT OUTERWEAR(WINTER)과 비슷한 

형상을 보였는데, 수치는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왔

다. 한편, FUKURAMI는 조직 간의 차이점은 크지 

    

<그림 7> 니트 조직별 감각 평가치.

않았지만 직물이 두꺼울수록 수치가 크게 나옴을 

알 수 있다. 반면, NUMERI값은 다른 값에 비해 아

주 낮은 수치가 나와 본 측정에 사용된 시료는 겨

울용 내의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KN-403-KTU/KNITUNDERWEAR(SUMMER)

KOSHI값과 FUKURAMI값 모두 KN-403-KTU / 

KNIT UNDERWEAR(WINTER)의 수치와 동일하

였다. 한편, SHARI값은 다른 값에 비해 아주 낮은 

수치가 나왔다. 따라서, 표면과 굽힘 특성 등에 영

향을 받아 여름용 내의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종합 태값 (TOTALHAN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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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니트 조직별 태평가치.

인장 특성의 측정 불가로 신뢰성 있는 종합 태 

값의 산출이 불가능하였다(그림 8).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압박복 개발을 위해 시판

중인 외국산 압박복의 니트 구조 분석 및 응용 후 

채택된 11종류의 니트 조직의 시험편을 제작한 후, 

니트 소재의 외형 및 인장 성질 그리고 역학적 특

성들을 측정하고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 

평가를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Knit 조직 대비 tuck과 float stitch는 각각의 

loop의 형성적 특성이 course와 wale 방향으로의 외

형 변화와 절단 인장 성질에 반영이 되었는데, 신축

성이 큰 니트 소재에 적절한 압박과 강도를 부여하

기 위해서는 폭 방향으로의 외형적 수축과 적절한 

인장강신도 및 신장회복률이 요구된다. 강한 압박 

효과가 요구되는 신체부위에서는 폭 방향으로 수축

이 많이 일어나는 knit-float 조직이 적합하며, knit-tuck 

조직은 오히려 늘어나므로 부적합하다. 그러나 외

상의 종류 및 신체부위의 형태마다 요구되는 압박

정도가 다르므로 knit-tuck-float 조직처럼 3가지 조

직을 신체부위의 외형에 맞추어 적절히 조합한다

면 압박 강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장 성질에서는 knit 조직 대비 tuck과 float 

stitch의 특징인 실의 중첩으로 인한 전반적인 강도

증가와 다소의 신도 감소가 있었으며, 신장회복률

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압박복 소재로서의 

내구성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압박복은 충분히 신장된 상태에서 신체에 밀

착되어 압박을 가하는 의복이므로 역학적 특성 결

과에서 시험편직물이 뻣뻣하고 두껍고 무거우며 평

활하지 못하다는 결과는 압박복의 용도에 대한 적

합성 여부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압박복 개발에 이용되었을 때, 노

년층의 체형에 맞는 밀착형 헬스케어용 의복 제작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년층의 질병 치

료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니트 소재로 더욱 발전시켜 상업화의 가능성을 기

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니트시험편 제

작을 위해 사용된 원사가 신축성이 큰 원사이며, 

시험편 또한 실의 중첩이 많이 되는 조직이어서, 

시험편의 두께로 인해 인장력이 기계측정치를 벗

어나 인장 특성 측정이 불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종합 태값 산출이 어려웠다. 또한 의료용 압박복에 

대한 KES 변환식이 없어서 용도에 맞는 정확한 주

관적 감각과 태평가가 불가능하였다. 

이상과 같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연구 시 

나타난 제한점을 보완해가면서 다음과 같은 지속

적인 후속 연구 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니트 조

직의 밀도(tension)에 의한 인장 성질 및 태 비교에 

대한 연구와 니트 조직별 피복압을 측정하여 위의 

실험 결과 즉, 직물의 인장 성질 그리고 태와의 연

관성 여부 조사, 인체 부위별 치료에 요구되는 피

복압을 파악하고, 압박복 개발에 가장 효과적인 니

트 조직을 조사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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