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fash. bus. Vol. 19, No. 5:1-16, Nov. 2015                                ISSN 1229-3350(Print)

http://dx.doi.org/10.12940/jfb.2015.19.5.1                            ISSN 2288-1867(Online)

1

†Corresponding author: Jongjun Kim, Tel. +82-2-3277-3102, Fax  +82-2-3277-3079 
                       E-mail : jjkim@ewha.ac.kr

프로그램을 활용한 트리코트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CAD 

프로세스 연구

최경미 김종준· †

영우씨엔아이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Tricot Textile Design Process using Tricot CAD 

Program 

Kyoungme Choi Jongjun Kim․ †

Youngwoo C&I-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appearances and geometry structures of knitted fabrics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ir functions as textile fabrics. Structural design of the woven fabric, prior to the 

manufacturing processes in the weaving mill, often leads to a similar predictable 

appearance in the final outcome with the corresponding weave design. The increase of the 

employment of elastic textile yarns in knitting fabrics for comfort stretch or outdoor sports 

wear knit products has, however, resulted in difficulties in predicting the final appearance 

of the knit structure design. Due to the stretchability and exceptional recovery behavior of 

the elastic yarns such as polyurethane elastomeric yarns, the appearance of the final 

product often differs from the initial knit design. At textile CAD program for preparing tricot 

knit designs has been employed in this study to predict the two dimensional appearance of 

the design.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designs and corresponding knit products seem to 

be acceptable for the two-dimensional textile CAD program in this study. However, when 

elastomeric yarns are partially employed in the polyester filament tricot product, a 

considerable amount of departure from the design is apparent due to the constriction 

and/or deformation of property differences in the elastomeric yarns and polyester filament 

yarns. Therefore,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departure of the final 

tricot product from the initial tricot design, especially in the case employing elastomeric 

yarns in the knit structure together with regular polyester filament yarns. For meas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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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오늘날 의류제품의 소비자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  

로 편의성과 개성의 다양한 표현이 동시에 만족되기

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건강과 여유로운 . 

삶을 추구하는 스포츠의 발달 및 아웃도어 라이프스

타일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 (Chae, 2004). 

포츠를 통한 레저활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주 일5

제 정착에 따라 스포츠 인구의 증가와 스포츠 의류

시장의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캐주얼라이징. 

현상으로 일상복을 대체하는 아웃도어 (Casualizing) 

라이프스타일이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 이는 아웃도. 

어용 의류 제품이 지닌 우수한 기능성과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용도로 현대 소비자들의 요구와 일치, 

하기 때문일 것이다. (Sung, 2012) 

중국의 스포츠 의류시장의 성장은 스포츠제품 시장  

규모가 억 위안을 넘어서고 스포츠웨어와 운동2000 , 

화 판매규모가 를 차지하며 여성 스포츠 제품의 70%

연간 판매수입이 최근 계속 두 자릿수의 증가를 유

지하고 있다. (Kim, 2015)

불량식품 문제로 인해 건강 에 매우 민감하게 된   ' '

대만의 시장은 웰빙 웰니스(well-being), (wellness)

를 표방한 트렌드가 주목받으며 마라톤 열풍으로 관

련 상품의 시장 규모가 억 신타이완달러 한화 600 ( 2

조 억 원 에 이르고 있다 대만의 인터넷 쇼핑몰 1000 ) . 

사이트의 주간 순위를 살펴보면 남녀 기능MOMO 

성 러닝바지 블루투스 암밴드 에어메쉬 운동 상, ,  

의 무릎보호대 러닝화 등 스포츠 관련 상품이 다, , 

수를 차지하고 있다.(Park, 2015)

이와 같이 스포츠웨어의 수요는 세계적으로 괄목  

할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스포츠 의류소재

에 널리 쓰이는 경편은 편성물의 구조적 특성인 신

축성과 드레이프성을 지니므로 일상의 편안함을 우

선시 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합되고(Haislip,  1989), 

스포츠의류가 확장되는 패션트렌드와 함께 세계적으

로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경편소재의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소재의 개발 염색 가공 기, , 

술개발 등을 통한 디자인 개발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위편성물과 경편성물 시폰   , 

가지 소재의 드레이프 발생 형태를 분석하고 비교3

한 연구로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되는 실루엣

을 통해 창의적인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

구가 있다 다른 연구로는 경편성물의 .(Mun, 2014) 

굽힘 거동에 관한 연구로 굽힘강성과 굽힘 이력곡선

에 대한 크기와 경향성을 통하여 의복이나 산업자재

를 위한 태 특성 이해에 도움을 준 연구가 있다.( 

니트 조직에 대Kang, Park, Bae & Hwang 1999) 

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고부가가치가 있는 위편 니

트 조직을 개발한 연구는 니트 텍스타일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편. (Lee & Kim 2014) 

처럼 조직에 따른 입체적인 편성물의 설계를 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경편은 레이어별 조직 통입방법   , (threading 

통경 시작점 의 변화 실의 굵기In/Out), (start point) , 

와 색상에 따라 수많은 변형이 이루어지므로 편직 

작업 이전에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한 설계가 매

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기업체들. 

이 정확한 텍스타일 디자인 결과물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원  CAD 

단의 시직 및 가공 전에 조직 설계 통경 원사 리, , 

three-dimensional departure, a 3D scanning system has been used for the mesh 

reconstruction of the fabric specimen. Hopefully, the result from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guide to modify and improve the current textile CAD program proposed for the 

two-dimensional simulation of the tricot.

Key words : 캐드 트리코트 경편 시뮬레이션 CAD( ), tricot( ), warp knitting( ), simulation( ), 3D      

차원 스캐닝               scanning(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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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코스설정 원사색상 및 특성 등의 변경과 각, , 

종 가공을 적용하여 최종 생산 제품의 결과를 예측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계가 어려운 경편 소재기획과  

정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합한 프로세스를 CAD 

적립하고 새로운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있

다 한편 스포츠웨어 분야에서의 트렌드에 따라 편. 

성물에 탄성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탄성사의 사용은 디자인 단계에서의 평면적 

외관과 최종 제품의 외관 사이에 현저한 입체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활용되. 

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향후 보완해야 할 기능에 CAD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경편업체들의 작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영우 프로그램을 TexTricot( CNI) 

이용하여 분석한 내용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로 . CAD

작업된 텍스타일 디자인 결과물과 실제 경편제품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경편물의 원사 색상 , 

및 밀도의 변화 가공 효과의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 

운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디자인 . 

를 활용한 경편 설계의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CAD

직관적이며 정확한 경편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론적 배경  . Ⅱ

경편 의 종류와 특성  1. (Tricot)

편성물은 루프 의 형성방법에 따라 위편성  (loop)

과 경편성 로 나눌 수 있다 경(weft knit) (warp knit) . 

편의 대표적인 직물은 트리코트 라셀 밀라니즈로 , , 

구분되고 스포츠웨어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트리코트 편성기 이다 편포의 (Tricot Machine) . 

특징은 구김에 따른 안전성이 좋고 드레이프성이 , 

우수하다 주로 비어드 바늘을 사용하는데 편침의 . 

운동으로 편환이 지그재그로 얽혀 편성이 되므로 위

편성물과 달리 올이 풀리는 전선현상이 나타나지 않

는다. (Dabiryan , Jeddi & Rastgoo, 2012; Kim & 

경편성물의 특성은 루프길이나 방향에 Cho, 2001). 

따라 의복의 신장을 조절하고 위편성물에 비해 가, 

볍고 신축성이 적어 형태안정성이 뛰어나다 또한 . 

편환의 형성과 동시에 뒤틀림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내부 힘의 작용으로 양방향으로 말림 현상이 발생된

다. (Chen, Zheng, Yu, Gao, & Zhu, 2010 ;  

Chen, Zhu, & Tang, 2011)

경편 의 조직과 편성기  2. (Tricot)

정경된 경사를 세로방향으로 편환 을 만들어   (loop)

원단을 만들어주는 경편기는 트리코트 경편기와 라

셀 경편기의 비중이 높다 편성 원리는 가이드가 편. 

침의 전후 방향으로 동작하는 스윙운동(Swing 

으로 트리코트의 구동축 으로부motion) (main shaft)

터 연결된 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Hong & 

이는 빔에 정경된 경사들이 가이드 바의 Choi, 2009)

구멍에 통경되고 가이드가 편침의 침 사이를 전후좌

우로 운동하면서 급사가 행해지는 것으로 가이드의 

전후 운동은 주축의 캠 또는 편심축에 의해 행해지

고 좌우 운동은 기계의 좌측이나 우측단에 있는 제

어 기구 패턴장치 에 의해 이루어진다( ) .(Lee. S & 

트리코트 경편기는 기본조직이 Lee, S.H., 2003). 

간단하고 조직전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매

쉬 원단과 후가공에 의해 효과를 증가시키는 (mesh)

기모원단 인조 스웨이드 원단 등이 있다, . 

매쉬조직은 좌우 편침에 교차되는 실이 없어 원단  

에 그물처럼 홀 이 나타난다 홀의 간격과 모(hole) . 

양 위치는 실의 통입방법 에 따라 결정된다, (in/out) . 

레이어의 통입되는 실의 수나 레이어수에 따라 홀, 

의 크기와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 경편의 대표적인 . 

기모조직은 벨벳 벨보아 알로바(velvet), (velboa), 

가 있으며 가장 고급원단이 벨벳이다 매 (alloba) , . 3

레이어로 편직되며 의 루프가 파일이 전모기에서 , L3

잘려지면서 파일을 형성한다. (An, Lee, Lee. Y, 

Yoon., & Kw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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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lap 

pillar stitch 

Closed-lap 

pillar stitch 

open 1-and-1

lapping movement 

Closed 1-and-1

lapping movement

Figure 1. Tricot Basic Structures

hole

  L1                 mesh                  L2      L1      L2      L3 velvet   

Figure 2. Tricot Mesh and Velvet Structures

프로그램   3. CAD 

조직설계  1) (Texture Design)

프로그램에서 조직을 설계할 때는 먼저   CAD 

에 Primary setting WPI(wales per inch), CPC 

을 입력한다 다음 (courses per centimeter), Width . 

다양한 방법으로 별 조직을 입력 할 수 있다Layer . 

일반 적으로는 수기로 작성하는 작업지시서처럼 

의 를 사용하여 가로방향으로 조직의 수Text Mode2

치를 입력하거나 창에서 마우스로 클릭하여 , Design

조직을 설계한다 창에서 설계하는 조직은 그. Design

림을 그리듯이 직관적으로 설계하면서 조직을 Invert 

하거나 할 수 있으므로 조직입력과정이 , Repeat UP

간편하다.

실 설계와 통경   2) (Yarn List and Guide Bar)

시뮬레이션 결과물에 반영되는 원사의 설계와 통  

경은 의 창에서 입력한다 원사를 설 In/Out Guide Bar . 

계하는 는 원사의 Yarn List Denier, Filament, Color, 

의 값을 입력할 수 Reflection, Transparency, Material

있으며 특히 항목의 , Material ‘spandex’는 그 값에 

대한 독특한 시뮬레이션 효과를 볼 수 있다.

통경배열은 패턴의 웨일 쪽 을 나타내는   1 repeat

것으로써 각 별 조직들의 실 배치 방법이다Layer . 

실과 통경배열을 마친 후에 계산되는 일완전 조직의 

바늘 수는 편물의 가로방향의 최소 단위를 구성하는 

웨일의 개수로 각 마다 통경 배열이 다르므로 Layer 

모든 의 통경 배열 최소 공배수로 구하게 된Layer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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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exTricot Program of Texture Design Modes

 

Figure 4. TexTricot Program of Guide Bar and Yarn List

Figure 5. TexTricot Program of Course Setting

코스설정  3) (Course Setting)

에서는 경편의 루프 가 형성  Course setting (Loop)

될 때 필요한 원사 소요량인 라크장 사장( , mm/ 

을 계산하고 다양한 조직의 표현을 위한 설정rack) , 

을 입력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사출. Run-in ratio(

비율 는 시뮬레이션 될 이미지에서 표현효과를 높이)

기 위한 방법으로 보다 값을 작게 하면 당겨100% 

지는 느낌이 강하게 보이며 값을 높이면 느슨하게 

표현된다 는 조직의 처럼 바늘에 실이 . Raise 00 11

걸리지 않고 지나가는 실인 언더랩 을(under lap)

 

조직표면에 표현하기 위한 기능이다 는 캉캉 . Force

조직과 같이 실이 바늘을 걸치지 않고 통과하는 경

우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효과를 얻기 위한 기능

이다.

시뮬레이션  4) (Simulation)

모든 작업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시뮬레이션 기능  

에서 편직될 경편물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 

때 시뮬레이션 에서 입력하는 밀도는 setting Primary 

과는 다른 것으로 편직 후 가공으로 인한 원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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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exTricot Program of Simulation

단의 수축 및 인장을 고려한 밀도를 입력하여 가공

후의 원단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은 완성된 경편의 색감과 장력  Advanced setting

을 조절하고 스판덱스원사의  시뮬레이션효과를 극

대화시키는 기능이다. 

후가공 설정  5) (Treatment Setting)

완성된 경편에 다양한 가공처리를 표현하는 기능  

으로 원단의 윗면을 잘라내어 기모효과를 나타내는

Figure 7. TexTricot Treatment Setting

과 표면의 루프를 긁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Shearing

이 있다 후가공 효과는 효과를 줄 일부 코Raising . 

스를 선택하여 적용하거나 모두 지정버튼을 이용하

여 한 번에 모든 코스에 적용할 수 있다.

연구방법. Ⅲ

를 활용한 트리코트 개발을 위해 조직도의 설  CAD

계내용과 편성 후의 실제 편성물의 일치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종의 디자인에 대4

해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료는 평면적 . Design1 

조직을 지니며 조직도의 설계내용과 편성 후 실물과 

조직 문양 간의 변화가 적다 시료는 조직. Design2 

의 배열이 다양하지 않지만 표면의 기모가공을 통해 

표면질감과 시각적인 차이를 부여되었다. Design3 

시료는 문양 설계의 요소가 동일하더라도 편성엔지

니어의 통경시작점 설정에 따라서 편성 후 실물의 

문양이 크게 변화된다 시료는 편성 제품에 . Design4 

사용된 스판덱스원사의 신장수축 등의 특성에 기인․
하여 설계된 문양이 편성 후 평면적입체적 변형이 ․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의 작업지시서를 기반. 

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직을 입력한 후 완CAD

성된 원단과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비교했다 완성된 . 

경편 디자인에 기모가공을 통한 후가공 처리와 밀도 

변화 조직과 통경 시작점의 변화를 적용함으로서 ,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속히 디자인 결과물을 CAD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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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직된 경편 중에서 의 시료와 달리   Design1~3

스판덱스 원사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시료Design4 

의 경우 부분적 수축과 이로 인한 주름 등 입체적 , 

형상이 차원적인 시뮬레이션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2

으므로 입체적 측정 방법을 기초로 하여 원사의 수

축 장력의 변화와 회복 등을 고려한 차원적 변화, 3

를 연구하였다. 

경편 시료  1. 

에 경편업체의 작업지시서를 기반으로 각   Table 1

경편성물의 규격 원사의 종류 수에 따른 , , bar Layer

별 조직 통경법을 기술 하였다, . 

은 개의 를 가진 경편으로 밀도가   Design1 2 bar

이며 원사는 에 스판덱스 WPI:28, CPC:25 , Layer1

와 에 혼방사 를 사용40d Layer 2 Polyester 75d/24f

하였다 조직은 총 로 은 . 16 Course Layer 1 Full Set

이며 는 원사의 컬러별로 , Layer 2 Orange:Red:Blue

가 로 통경되었다3 : 3 : 4 .

는 개의 를 가진 경편으로 밀도가   Design2 4 Bar

이며 원사는 에 WPI:28, CPC:18 , Layer 1,2

인 검정색 특수사를 사용하였으며Polyester 75/36f , 

에는 의 검정색과 회색Layer 3,4 Polyester 75d/36f

의 무광택사와 광택사를 사용하였다 조직은 총. 16 

로 는 이며 는 Course Layer 1,2 Full Set , Layer 3,4

원사의 색상별 광택 무광택사 가 , (SD), (FD) Out:SD:

Table 1. Tricot Work Orders

style no  Tricot work order

Design1

primary 

setting

WPI CPC Width/inch

28 25 105

Yarn

Layer
Count

(D)
Filament

Contraction

(%)

Reflecti

on

Tranapare

ncy
Material color

L1 40 1 200 0 1 SPANDEX

L2 75 24 100 0 0 P

bar

  L1 : 10 12 23 34 45 6 67 78 89 87 76 65 54 43 32  21=16 Course

  L2 : 1617 1514 1312 1110 98 76 54 32 10 23 45 67 89 1011 1213 1415    

      =16COS

Threading
  L1  :  FULL SET

  L2  :  ORANG:RED:BLUE= 3 : 3 : 4

로 통경되었다 의 특징은 FD:SD=2:2:2:2 . Design 2

경편성 후에 윗면을 잘라내어 기모효과를 나타내는 

후가공 원단으로 최종가공제품과 후가공 Shearing 

시뮬레이션 결과물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데 용의할 

것이다.

는 개의 를 가진 경편으로 밀도가   Design 3 3 bar

이며 원사는 에 WPI:28, CPC:28 , Layer 1 Polyester 

를 사용하고 에는 20/1D , Layer 2, 3 Polyester 

의 특수사를 사용하였다 조직은 총 75d/36f . 54 

로 은 이며 는 Course Layer 1 Full Set , Layer 2,3 In: 

로 통경되었다 의 특Out:In:Out=7:3:7:13 . Design 3

징은 조직의 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다Start point

양하게 변경될 수 있는 경편으로 조직의 변화를 통

한 디자인 전개와 여러 컬러를 적용성한 디자인 전

개에 유용할 것이다.

는 개의 를 가진 경편으로 밀도가   Design 4 3 bar

이며 원사는 에 스판덱스 WPI:28, CPC:20 , Layer 1

인 약간의 광택이 있는 흰색 실을 사용하210d/20f

였으며 에는 의 미색이, Layer 2,3 Polyester 50d/24f

면서 약간의 광택이 있는 원사를 사용하였다 조직. 

은 총 로 은 64 Course Layer1 Out:In:Out:In:Out:In: 

이며 은 Out:In = 28:3:8:3:16:3:8:3 , Layer 2, 3 Full 

로  통경되었다 의 특징은 스판덱스 원set . Design 4

사를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편직 후에 부분적인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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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style no  Tricot work order

Design2

primary 

setting

WPI CPC Width/inch

28 18 73

Yarn

Layer
Count

(D)
Filament

Contraction

(%)

Reflecti

on

Tranapare

ncy
Material color

L1,L2 75 36 100 0.3 0.3 P 

L3,L4 75 36 100 0.3 0.3 P 

bar

  L1 : 10 23

  L2 : 12 10 

  L3 : 10 910 21 1011 32 1112 43 1213 54 1112 43 1011 32 910 21 89     

       =16COS

  L4 : 1213 43 1112 32 1011 21 910 10 89 21 910 32 1011 43 1112 54 

      =16 Course

Threading
  L1, L2  :  FULL SET 

  L3, L4  : Out:CD:FD:CD=2:2:2:2

Design3

primary 

setting

WPI CPC Width/inch

28 28 63

Yarn

Layer
Count

(D)
Filament

Contraction

(%)

Reflecti

on

Tranapare

ncy
Material color

L1 20 1 100 0 0 P 

L2,L3 75 36 100 0 0 P 

bar

  L1 : 10 12

  L2 :23 21 34 32 45 43 56 54 67 65 78 76 89 87 910 98 1011 109 1112 

      1110 1213 1211 1314 1312 1415 1413 1516 1413 1415 1312 1314 1211    

    1213 1110 1112 109 1011 98 910 87 89 76 78 65 67 54 56 43 45 32 34 

      21 23 10 =54 Course

  L3 : 1516 1413 1415 1312 1314 1211 1213 1110 1112 109 1011 98 910 87 

       89 76 78 65 67 54 56 43 45 32 34 21 23 10 23 21 34 32 45 43 56 54 

       67 65 78 76 89 87 910 98 1011 109 1112 1110 1213 1211 1314 1312 

       1415 1413 = 54 Course

Threading
  L1 :  FULL SET 

  L2, L3  : In :Out:In:Out=7:3:7:13

스캐너를 활용한 입체적 형상 분석  2. 3D 

스캐닝 은 접촉식 혹은 비접촉식 장  3D (scanning) , 

비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 표면의 차원 3

좌표 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접촉식은 물체(x, y, z) . 

표면의 좌표를 입력하기 위해 물체의 표면에 접촉식 

프로브 를 사용하는 방법이다(probe) . (Lee. J, Kim, 

S., & Kim, J, 2013)변형되기 어려운 강체의 표면에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의류제품과 같은 변형되기 쉬. 

운 유연한 제품인 경우에는 비접촉식 장비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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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style no  Tricot work order

Design4

primary 

setting

WPI CPC Width/inch

28 20 84

Yarn

Layer
Count

(D)
Filament

Contraction

(%)

Reflecti

on

Tranapare

ncy
Material color

L1 210 20 100 0 0.7 SPANDEX

L2.L3 50 24 100 0 0.3 P

bar

  L1 : 1213 1212 1111 1010 109 99 88 77 76 66 55 44 43 33 22 11 10 11 22 

       33 34 44 55 66 67 77 88 99 910 1010 1111 1212 1213 1212 1111         

       1010 109 99 88 77 76 66 55 44 43 33 22 11 10 11 22 33 34 44 55 66 

       67 77 88 99 910 1010 1111 1212 =64 Course

  L2 :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64 Course 

  L3 :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23 21 10 12

      =64 Course

Threading
  L1      : Out:In:Out:In:Out:In:Out:In = 28:3:8:3:16:3:8:3

  L2, L3  : FULL SET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유연한 경편시. 

료의 입체형상 분석을 위해서 백색광원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스캐너를 사용하였다 이 때 백색광원3D . 

으로서 타입의 빔 프로젝터 광원DLP (DLP type, : 

해상도 를 선정하였다 화상획득을 LED, : 1280x720) . 

위한 카메라로서 해상도 인  카메라1280x960 CMOS

글로벌 셔터 타입 를 에 접속하고 스캐닝을 위( ) PC , 

한 소프트웨어는 David 3(DAVID Vision Systems 

를 사용하였다GmbH, Germany) .

입체형상분석을 위한 경편성된 시험편은 평판에   

접착용 스프레이를 도포하고 그 위에 장력이 주어지

지 않도록 얹어 접착시켰다 이 평판을 스캐너 . 3D 

앞에 설치하고 입체형상을 얻기 위해 일정 각도로 

회전시켜 촬영하였다 분석할 시료로서는 . Design 4

를 선정하였다 이는 평면적 외관을 지닌 . Design1～

등에 비해 현저한 입체적 굴곡을 나타나고 있는3 

데 이 굴곡은 입체적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 폴리, 

에스터와 함께 사용한 스판덱스 원사의 수축 등 탄

성회복 거동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입체형상분석에서 얻어진 메쉬 파일은   (mesh)

Rhino3D software(Robert McNeel Assoc., U.S.A.)

를 사용하여 주름이 형성된 입체적 경편조직의 높이

를 수평면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가장 뚜렷. 

한 높이의 변화를 보이는 조직부위를 선정하여 x, y

방향으로 선분을 긋고 각 방향의 선분에 해당하는 

높이 방향의 수치 를 단위로 분석하였다(z ) mm .

결과 및 고찰. Ⅳ

를 활용한 트리코트 텍스타일 디자인    1. CAD

개발     

경편업체의 작업지시서 분석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에서 시뮬레이션이 완성된 결과TexTricot 

물은 와 같다Tabl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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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살펴보면 원사  Design 1

의 활용에 있어서 에 스판덱스 와 Layer 1 40d Layer 

에 혼방사 를 사용하였다 아래조2 Polyester 75d/24f . 

직으로 패턴 전반에 분포된 스판덱스원사는 시뮬레

이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효과를 적용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에서 와 Setting Width

의 크기를 조절하여 수축된 크기를 맞추었다CPC .

는 특수사나 무광 광택사의 느낌이 완성  Design 2 , 

된 시뮬레이션결과물에는 크게 표현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경편성 이후에 기모효과를 나타내는 

후가공 효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조직의 바Shearing 

탕이 되는 는 제외하고 에 Layer 1, 2 Layer 3, 4 Tex 

의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를Tritcot treatment Shearing

Table 2. Comparison of Tricot Fabrics and Simulation Results

Design 

NO
Tricot fabric CAD Simulation

Setting

width CPC

Design1

Primary  105 25

Simulation 68 40

Design2

Primary 73 28

Simulation 56 19

Design3

Primary 63 28

Simulation 49 20

Design4

Primary 84 20

Simulation 60 33

적용하였다. 

의 경우 작업지시서에는 조직의   Design 3 Start 

가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완성된 경편물을 보기 point

전에는 완성된 텍스타일 디자인과 이미지가 동일하

게 되도록 조정할 수 없었다 이는 경편물의 설계가 . 

현재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상황에서는 설계자의 숙․
련도 혹은 전문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고, 

또한 극히 세밀한 부분은 간혹 제외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의 변화는 에서 이루어 . Start point Layer 3

졌는데 텍스타일 디자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수치를 

조정하였다 수치를 로 입력했을 때 원단과 동일. 15

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원사가 연한 베. 

이지 색상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일반 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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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처리할 경우 원사의 조직느낌이 너무 강하게 

표현되어 색상의 보정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은 . 

의 Advanced simulation setting color-on-color 

를 사용함으로써 조절하였다mode .  

는 에 스판덱스 를 부분  Design 4 Layer1 210d/20f

적으로 사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이다 이 때 편직과. 

정 중에 발생하는 일반 폴리에스터 원사와 스판덱스 

사이에 발생하는 편성장력의 차이 그리고 스판덱스 , 

고유의 신장회복 특성의 차이가 최종 편성제품의 입

체적인 외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편성이 완료. 

된 후에 장력이 이완되면 스판덱스가 사용되지 않은 

다른 부분은 수축이 되지 않고 스판덱스가 사용된 , 

부분은 뚜렷이 수축하게 되므로 편성조직도의 형상

과 달라지며 또한 독특한 입체적 형상이 발현된다. 

이러한 특징은 평면적으로 편환을 조절하게 되는 본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방법으로는 처리되기 어렵

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스판덱스 편성. 

제품에서 구현되는 수축에 의한 조직의 변화 및 입

Table 3. Comparison of Tricot Fabrics and Simulation Results

Original Yarn & In/Out

Design1 D1-1 : In/out & Spandex D1-2 : Yarn color & spandex

Design2 D2-1 : Yarn color1 D2-2: Yarn color2

Design3 D3-1 : Yarn color D3-2 : In/out & Yarn color

체적 형상의 분석을 위해 스캐닝 정보를 획득하3D 

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보완을 위한 기초 자

료로 삼고자 하였다.

  2. 프로그램을 활용한 트리코트 텍스타일  CAD 

     디자인 전개

프로그램을 활용한 완성된 디자인에 조직  CAD , 

실의 종류와 색상 통경법 등을 변화시, , Start point

켜 다양한 디자인으로 전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의 색상과 통경법인 의 변화에 의해 전개  In/Out

된 디자인 을 살펴보면 는 원본디자(Table 3) D1-1,2

인의 통경법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원본에서 In/Out 

원단 전체에 분포되어 있던 스판덱스사를 부분적으

로 삽입하였다 은 의 첫 번째 통입된 . D1-1 Layer 2

조직을 스판덱스를 사용하였고 는 의 4 , D1-2 Layer 2

첫 번째 통입된 조직과 두 번째 통입된 조직에 스4 3

판덱스를 사용하였다 스판덱스사를 전체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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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경우 패턴의 형태에 변화가 없으나 부분적으로 

사용하자 부분적으로 수축되면서 패턴의 형태가 타

원 형태로 변형되었다 는 원본디자인과 달. D2-1, 2

리 원사의 종류를 추가하여 색상을 다르게 배치하여 

블랙 그레이 배색에서 레드와 블루로 컬러를 변경, 

하였다 은 와 에 다른 색상의 원사를 . D3-1 Layer 2 3

추가 배열하여 블루색상의 컬러웨이를 하였고, 

는 의 원사배열의 을 다르게 배D3-2 Layer 3 In/Out

치하고 흰색과 블루톤을 추가로 배치하여 다이아몬

드 형이 아닌 세로의 지그재그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설계하였다. 

조직을 추가하거나 조직의 를 다르게   Start Point

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전개한 디자인은 와 Table 4

같다 은 개의 였던 원본에서 를 . D1-3 2 Layer Layer 2

으로 추가 복사하고 조직을 시킨 후에 Layer 3 Invert

는 톤으로 은 Layer 2 yellow color Layer 3 Blue 

톤으로 색상을 바꾸어 주었다 는 완성된 color . D1-4

의 디자인에서 조직의 를 D1-3 Layer 3 Start Point 1

Table 4. Comparison of Tricot Fabrics and Simulation Results

Original Texture & Start Point

Design1 D1-3 : Layer : 3 D1-4 : Layer3, Start point

Design2 D2-3 : Start point:0 D2-4 : Start point:3

Design3 D3-3 : Start point:7 D3-4 : Start point:0

로 옮겨 와 의 조직이 서로 겹치도록 하고 Layer 2 3

원사의 색상을 교차로 배치하여 세로 줄무늬처럼 색

상이 배치되도록 설계하였다 는 . Design 2 Layer 4

의 가 로 시작되는 편물로 은 Start Point 4 D2-3

의 를 으로 은 의 Layer 4 Start Point 0 , D2-4 Layer 4

를 으로 변화시켜 설계하였다 완성된 Start Point 3 . 

디자인은 원사의 컬러와 의 변화만으로 Start Point

다양한 마름모의 형태로 변화 되었다 은 . Design 3

개의 로 의 가 로 시작3 Layer Layer 3 Start Point 15

된다 원사의 색상이나 조직 등은 그대로인 상태에. 

서 은 를 로 는 를 D3-3 Start Point 7 D3-4 Start Point

으로 변화시켜 시뮬레이션 하였다 결과 모티브가 0 . 

적은 에 비하여 패턴이 큰 의 패턴Design2 Design 3

의 변화가 더욱 크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완성된 경편물에 후가공 효과를 적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전개한 결과물은 와 같다 원단의 Table 5 . 

윗면을 잘라내어 기모효과를 나타내는 을 Shearing

적용한 시뮬레이션은 로 흐트러D1-5, D2-5, D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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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Tricot Fabrics and Simulation Results

Original Treatment

Design1 DI-5 : Shearing D1-6 : Rasing

Design2 D2-5 :  Shearing D2-6 : Rasing

Design3 D3-5 : Shearing D3-6 : Rasing

진 표면효과를 패턴에 표현하였다 또한 표면의 루. 

프를 긁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후가공 효과Raising 

는 으로 입체적인 엠보싱 효과로 D1-6, D2-6, D3-6

시뮬레이션이 표현되었다.

스판덱스에 의한 입체적 효과 분석  3. 

는 평면적 디자인의 들에 비해   Design 4 Design1 

현저한 입체적 굴곡을 나타나게 되며 이는 입체적 ,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 포함된 스판덱스 원사의 수

축 등 탄성회복 거동에 기인한 것이다 즉 스판덱스. 

원사를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편성 과정 중에 가

해졌던 장력이 완화된 후 스판덱스 주위에 뚜렷한 

수축 현상이 일어나며 폴리에스터 원사를 사용한 , 

부분은 이에 따라 입체적인 형상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독특한 입체적 효과가 나타나게 , 

된다 이와 같이 스판덱스와 일반 폴리에스터 원사. 

사이의 장력 및 신장회복에 의한 차이는 설계된 편

성조직도의 차원적 형상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2

되며 또한 차원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3 .

이러한 변화를 표현하는 것은 차원 기반의 프2 CAD

로그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 

경편물이 어떠한 형태로 입체적인 변화를 유발하였

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캐너를 사용하여 분석한 3D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판덱스원사가 들어간 부분의 이미지는 수축에   

의하여 방향으로 가장 높은 부위는 정X, Y 2.5mm 

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스판덱스와 일반 폴리. 

에스터의 조직과 신장회복에 따라 입체적 굴곡의 형

태도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사의 .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으로 시뮬레이션할 경2D

우 이와 같은 입체적 수축이나 주름의 발생이 반영

되지 않고 있다 즉 상하 좌우로 당겨진 상태의 이. 

미지로 완성된 결과물과 많은 차이점이 발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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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eight Measurement along 3D Scanned Mesh of the Tricot Specimen (Partially Contracted by  

         Spandex Yarn, x-y Direction).

Original Fabric 3D Scan image

 X

              Y

     

               

Simulation image

 X

                 Y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적인 위치정보 및 수축과 이완에   3

의한 조직형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설계

함으로써 향후 실물에 충실한 음영과 형상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Ⅴ

본 연구에서는 트리코트 텍스타일 소재기획과정의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트리코트 기업의 작업지시서

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편물을 설CAD 

계한 후 로 작업된 디자인 결과물과 실제 경편CAD

제품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원사 색상 및 밀도의 변, 

화 가공효과 등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텍스타일 프린팅이나 직물 횡편물 등의 소재  1. , 

는 현재 많은 업체에서 도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이미지와 원본의 컬러 컬러웨이 등을 직관, 

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그러나 숫자와 루프형태로. 

만 표기된 조직의 형태와 편직을 통하여 발생되는 , 

다양한 변화가 발생되는 경편은 작업지시서만 의존

할 경우에는 결과물의 외관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

다 따라서 작업지시서를 기반으로 하되 프로. CAD 

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최종 편성물과 유사한 시뮬레

이션 결과물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품의 기획과정을 

통해 경편물의 디자인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새로운 디자인을 설계하고 제품으로 생산하는   2. 

과정은 복잡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변화 조직의 와 , Start point In/Out

의 통경변화 원사의 변화 후가공의 변화 등을 손, , 

쉽게 적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전개하는 프로CAD 

그램의 활용은 방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기획을 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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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고부가 가ODM

치를 지닌 경편제품의 디자인 능력과 생산성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 를 활용한 경편설계에 있어서 스판  3. CAD

덱스 원사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편물의 경우 신, 

장회복성이 우수한 스판덱스에 의한 부분적 수축과 

이로 인한 주름 등 입체적 형상의 다양성이 차원적2

인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어서 완성된 경편물의 외관을 충실히 표현하기 

힘들다 이는 차원 기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 2 CAD 

램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 

얻어진 입체적 측정 방법을 기초로 하여 원사의 수

축 장력의 변화와 회복 등을 고려한 차원적 변화, 3

가 반영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

며 향후 차원적 시뮬레이션에 차원적 변화를 수, 2 3

용할 수 있는 보완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개3D 

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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