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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 경편 스페이서 패브릭, , 

시뮬레이션 인장특성 전단특성, , 

WKSF (Warp-knitted spacer fabrics) knitted using a double Raschel machine is 

the three-dimensional knit that has vertically connected separate layers in loop 

structures. Because of its unique structure, the fabric is light, compressible and 

breathable. Owing to the high production speed, the use of the fabric is 

increasing in various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design 

process in the utilization of WKSF program and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WKSF and Neoprene as garment materials.. The study on the design related to 

WKSF has rarely been carried out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WKSF structure 

and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analyzing the structure and thread. 

Therefore, checking beforehand the simulation results similar to a final knit 

using the CAD program for WKSF can only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design for the light knits. The conclusion drawn after designing the light knits 

using the CAD program and analyzing the pros and cons of WKSF through the 

various property evaluation techniques is as follows. The tension characteristic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Neoprene specimen has the elastic transformation 

and resilience, thus behaving like an elastic product such as rubber. By 

contrast, in the event that clothing and fashion accessories are designed with 

WKSF, these products are kept in a boxy style fit so that the fabric can be 

applied flexibly to a curvy body line. In addition, WKSF is good in forming 

noticeably around a curvy body, because its resistance shear deformation is 

lower than that of Neop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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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겹조직 이중직 다층직을 포함하는 중직물이나 접합포 축, , , 

융직물 등 가공 직물은 의류소재 인테리어용 소재 패션 소, , 

품용 소재 산업용 소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들 , . 

중 네오프렌 발포체를 편성물과 접합한 (“Neoprene”, 2018) 

네오프렌소재는 사가 네오프렌을 개발한 이래 의류DuPont

소재로서 잠수복 수영복 등에 사용되어 왔다 네오프렌은 , . 

탄성회복이 양호한 화학적 구조로 인해 변형에 대한 회복특

성이 양호하며 보온성도 양호하여 피부밀착형 의류제품으로, 

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도와 달리 년대 디자이너 는 양  1980 Yamamoto

모펠트 혹은 네오프렌을 패션제품에 도입하여 오버사이즈나 

완성되지 않은 듯한 독특한 느낌의 의상을 디자인에 도입하

였다 기존 의류소재에 기반을 둔 전통적 디자인과 차별화된 . 

특성은 네오프렌 소재 및 이와 유사한 다중접합소재의 여러 

특성 예를 들면 두께 벌크성 인장 전단 압축 굽힘 특성 , , , , , ,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오버사이즈나 미완성. 

인 듯한 디자인은 소재가 지닌 물리적 특성을 적절히 활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니트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 

증가하고 있는 은 네오프렌 접합포와 비교적 Spacer fabric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은 종종 층 . Spacer fabric 3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사용하면 전술한 , 

의 디자인과 유사한 오버사이즈의 디자인을 가능Yamamoto

하게 한다 또한 두께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할 수 . 

있으며 압축특성도 비교적 유사한 편이어서 폭신한 감촉을 , 

줄 수 있다 그러나 네오프렌 접합포와 간의 . Spacer fabric 

구조적인 차이로 인하여 인장 전단변형의 회복특성은 차이, 

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패션제품이나 인테리어용 산업용 소, 

재로서 용도의 차별화 및 활용방법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전단변형 및 회복특성의 차이는 종종 차. Formability 

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비교적 유사한 외관을 나타내지. 

만 네오프렌 소재와 은 물리적 특성과 활용을 Spacer fabric

위한 설계특성에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 더블라셀 설비로 제조하  Spacer fabric 

는 을 중심으로 기존의 WKSF(Warp-knitted spacer fabric)

발포탄성체의 접합포인 네오프렌소재에 대비한 물리적 특성

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계를 위한 설계표를 . WKSF 

기반으로 조직을 분석하고 영우 프로그램을 TexTricot( CNI) 

이용하여 설계한 후 로 작업된 텍스타일 디자인 결과, CAD

물과 실제 섬유제품의 유사성을 분석함으로써 프로그CAD

램에서 향후 보완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는 조직의 형태와 두께를 조절함으로. WKSF Pile

써 제품에 다양한 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특히 신발 가, 

방 의자 등에서 사용될 때 소재의 강도 와 연성 , (strength)

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따라서 유사한 수준의 두께(ductility) . 

를 지니고 있는 네오프렌소재와 공기투과도 인장특성 전단, ,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재의 활용적합성을 검WKSF 

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II.�

네오프렌은 탄성중합물로 화학적 열적안정성이 우수하고, , 

고무에 유사한 양호한 신장회복특성을 나타내며 이를 발포

체로 가공한 후 편성물로 접합한 네오프렌소재는 잠수복 수, 

영복 운동복 등에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 . Figure 

과 같이 의 디자인 이후 계속된 디자이너들의 1 Yamamoto

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패션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오버사이즈 패션제품의 외관을 부여하는 디자

인은 네오프렌 소재의 활용 이외에도 전술한 Spacer fabric

의 활용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경편의 구조는 편환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루프의 형(loop) , 

성방법에 따라 위편 과 경편 으로 나뉜(weft knit) (warp knit)

다 경편은 편침의 정렬방향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캠에 의해 . 

움직이므로 모든 편침들이 상하운동으로 루프를 형성 한다. 

경편의 루프는 바늘에서 형성하고 일정거리를 직선으로 이

동 후에 다음 바늘에서 다시 루프를 형성하므로 직물보다 

부드럽고 위편보다 형태안정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 

한  편환의 구조에 의해 물리적인 특성이 크게 달라진

다 특히 더블라셀편.(An, Lee, Lee, Yoon & Kwon, 2006) 

기를 사용한 는 편환 WKSF (Warp-knitted spacer fabrics)

구조가 세로로 연결된 두 가지의 편성 층으로 구성된 차원 3

편물이다 다공성이 높은 구조는 투과성이 뛰어난 특이한 . 3D

구조로 인하여 가볍고 생산성이 좋아서 최근에는 신발 및 , 

브라 컵은 패션의류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산업용 의료용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지오텍스타일 스포츠 안전 , , , , 

및 보호 장치로 사용 하는 비중이 늘고 있

다.(Goł biowski, 2003; Grebowski, 2006; Schwabe & ę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도 불Mohring, 2005) 

구하고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조직 및 원사의 분석이 어려

워 소재 디자인에 대한 연구나 여러 제품으로써의 기본적인 

물성에 대한 검증과 평가도 미비한 실정이다. 

관련된 연구내용들을 살펴보면 는   Zhia and Long (2015)

압축특성에 관한 연구로써 와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WK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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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rina� Dzhus’� Latest� Collection� “Archetype”�
(www.fashionspyder.com)

   

Figure� 2.� Sample�Work� Orders� from� Industry
(YoungWoo CNI) 

복합체를 제작하여 압축시험을 통해 섬유의 특성을 분석함

으로써 가 기존의 합성 폼보다 고강도 경량 소재로 WKSF

활용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Chen, Du, Yu, 

의 연구에서는 위편 를 설계하여 편성and Dias(2016) WKSF

된 스페이서 직물의 공기 투과성 압축 특성 강성 및 강도, , 

를 실험하고 의복의 적합성을 입증하였다 의 흡음특. WKSF

성을 연구한 는 직물 표면 구조 스Zhia and Long (2016) , 

페이서 필라멘트의 섬도 및 경사각 미세중공구체의 내용물 , 

및 유형이 소음 흡음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조직에 따른 설계를 위한 연구와 . WKSF 

신발이나 백팩 의자 의류제품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물성평, , 

가를 연구한 내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는 가이드바. WKSF

별 조직 통입방법 통경 시작점(GB) , (threading In/Out), 

에 사용된 실의 섬도에 따라 (start point), Front, Pile, Back

수많은 변형이 이루어지므로 설계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기. 

업체에서도 주로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여 OEM(Original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Equipment Manufacturer) 

며 다른 섬유에 비하여 전문가 양성이 매우 어려운 분야이

기도 하다 이처럼 분석과 설계가 어려운 의 작업지시. WKSF

서를 살펴보면 처럼 수작업으로 조직도를 직접 그Figure 2

리는 방법이나 설계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치만으로 입, 

력되어있다 이러한 방식은 직물이나 프린트와는 달리 편직 . 

된 결과물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를 활용한 시뮬레CAD

이션의 활용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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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III.�

시료1.�

의 가이드바 에 따른 조직과 통WKSF (GB) Front, Pile, Back

입은 과 같다 은 개Table 1 .  S1(Space fabric1) Front 2 , Pile 

Table� 1.� Warp-knitted� Spacer� Fabrics� Work� Orders� of� Industry

Style� NO. �Warp-knitted� Spacer� Fabrics� Work� Order

S1(Space fabric1)

primary setting
WPI CPC Width/inch

22 14 63

bar

GB1(F) 10 12 23 34 45 43 32 21 = 8COS

GB2(F) 45 43 32 21 10 12 23 34 = 8COS

GB3(P) 10 23 = 8COS

GB4(P) 23 10 = 8COS

GB5(B) 32 32 01 01 = 8COS

GB6(B) 10 12 = 8COS

GB7(B) 23 10 = 8COS

Threading

GB1(F) 2IN 6OUT START = 1

GB2(F) 2IN 6OUT START = 5

GB3(P) 1IN 1OUT START = 0

GB4(P) 1IN 1OUT START = 1

GB5(B) Full START = 0

GB6(B) Full START = 0

GB7(B) Full START = 0

S2(Space fabric2)

primary setting
WPI CPC Width/inch

22 22 63

bar

GB1(F) 10 12 23 34 45 43 32 21 = 8COS

GB2(F) 45 43 32 21 10 12 23 34 = 8COS

GB3(P) 10 10 32 32 = 8COS

GB4(B) 12 10 = 8COS

Threading

GB1(F) 5IN 1OUT START = 0

GB2(F) 5IN 1OUT START = 3

GB3(P) Full START = 0

GB4(B) Full START = 0

S3(Space fabric3)

primary setting
WPI CPC Width/inch

22 15 63

bar

GB1(F) 10 12 = 10COS

GB2(F) 23 10 = 10COS

GB3(P) 10 23 45 67 89 1011 98 76 54 32 = 10COS

GB4(P) 76 54 32 10 23 45 67 89 1011 98 = 10COS

GB5(B) 32 32 01 01 = 10COS

GB6(B) 23 10 = 10COS

Threading

GB1(F) Full START = 0

GB2(F) Full START = 0

GB3(P) 6IN 18OUT START = 0

GB4(P) 6IN 18OUT START = 12

GB5(B) Full START = 0

GB6(B) Full START = 0

개 개의 를 가진 로 밀도가 2 , Back 3 bar WKSF WPI:22, 

이다 사용한 원사는 를 사용하였다 조직은 CPC:14 . P. DTY . 

총 로 는 은 8 Course Front 2 IN / 6 OUT, Pile 1 IN / 1 

은 으로 통경 되었다 는 다이아몬OUT, Back Full Set . Front

드형 조직형태이며 조직은 로 채워진 망사조직으로 , Back Full

세 번째로 통기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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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Sttyle� NO. �Warp-knitted� Spacer� Fabrics� Work� Order

S4(Space fabric4)

primary setting
WPI CPC Width/inch

22 14 63

bar

GB1(F) 01 43 01 43 01 43 76 34 76 34 76 34 = 12COS

GB2(F) 76 34 76 34 76 34 01 43 01 43 01 43 = 12COS

GB3(P) 10 10 12 12 = 12COS

GB4(B) 10 12 = 12COS

GB5(B) 23 10 = 12COS

Threading

GB1(F) 3IN 3OUT START = 0

GB2(F) 3IN 3OUT START = 0

GB3(P) Full START = 0

GB4(B) Full START = 0

GB5(B) Full START = 0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Spacer� Fabric

Sample Thickness(mm) Weight(g/ )㎡ Air�Permeability�( / /s)㎤ ㎠

N(Neoprene) 3.53 939 0.05 

S1(Space fabric1) 3.56 289 199.20  

S2(Space fabric2) 4.06 299 161.60  

S3(Space fabric3) 2.16 278 205.40  

S4(Space fabric4) 3.78 355 231.00    

는 개 개 개의 S2(Space fabric2) Front 2 , Pile 1 , Back 1 bar

를 가진 로 밀도가 이다 사용한 원WKSF WPI:22, CPC:22 . 

사는 를 사용하였다 조직은 총 로 는 P. DTY . 8 Course Front

은 으로 통경 하였다5 IN / 1 OUT, Pile, Back Full Set . 

는 개 개 개의   S3(Space fabric3) Front 2 , Pile 2 , Back 3

를 가진 로 밀도가 이다 사용한 bar WKSF WPI:22, CPC:15 . 

원사는 를 사용하였으며 조직은 총 로 P. DTY , 10 Course

는 은 은 Front Full Set, Pile 6 IN / 18 OUT, Back Full Set

으로 통경 하였다. 

는 개 개 개의   S4(Space fabric4) Front 2 , Pile 1 , Back 2

를 가진 로 밀도가 이다 사용한 bar WKSF WPI:22, CPC:14 . 

원사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을 사용하였다 조직은 총 . 12 

로 는 은 으Course Front 3 IN / 1 OUT, Pile, Back Full Set

로 통경 하였다.

물리적�특성�측정2.� �

단위면적당 중량 및 두께 측정 공기투과도 측정1) / 

시험편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방법에 준KS K 5014 

하여 전자저울로 측정하였으며 두께는 웨이트식 두께 측정, 

기로 측정 하였다 그리고 공기투과도는 . ASTM D-737 

시험방법에 준하여 법인 -04 :2012 Frasier textile air 

를 이용하여 단위 면적당 공기 투과 량으로 permeability tester

환산했다(Table 2). 

인장 특성  2) (Tensile Characteristics) 

시료를 일정 길이로 변형 후 다시 원래의 길이로 회복시킬 

때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하였다 인장시험기. (Testometric, 

에 의 시험편 을 사Model Micro 350, U. K.) 8x20cm c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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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걸고 일정한 속도로 신장변형 및 회복을 시켰다 이때 . 

발생하는 응력을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이 결과에서 최대인. 

장변형응력 신장 인 인장변형 및 회복과정에서의 (20% ) Fmax, 

에너지의 비율 등을 계산하였다.

전단 특성 3) (Shear Characteristics) 

전단특성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단변형과정 중 발생하는 응

력을 측정하였다 전단변형각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전단. 

변형응력을 전단각 에서 단위 로 표시하고2 G( : gf/cm)˚

는 각기 방향에서의 값 전단(Gf, Gb forward, backward G ), 

각 에서의 전단 히스테리리스인 단위 를 2 2HG( : gf/cm)˚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물 분석 4) CAD 

에서 시뮬레이션된 결과물과 를 비교분석해 보기CAD WKSF

위해 고해상도 현미경용 디지털 카메라 로 (ProgRes C10plus)

원단의 표면 촬영을 하였다 그리고 촬영된 이미지와 같은 . 

영역의 리피트 위치를 시뮬레이션 결과물에서 추출 하여 육

안으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Warp-knitted� Spacer� Fabrics� and� Simulation� Results

Design� NO.
�Warp-knitted�
Spacer� Fabrics

CAD� Simulation Front� Bar Pile� Bar Back� Bar

S1

S2

S3

S4

결과�IV.�

를�활용한� 설계1.� CAD WKSF�

작업지시서 분석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에서 시뮬TexTricot 

레이션이 완성된 결과물은 과 같다Table 3 . 

의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살펴보면 원사의 활용에 있어  S1

서 에는 의 폴리 원사를 사용하였으며Front 150D DTY , Pile

과 에는 의 폴리 원사를 사용하였다 의 원Back 75D . WKSF

단을 보면 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무늬를 으로 통경 Front 2:6

하여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조직과 엮어서 만들어진 무Pile 

늬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물은 의 다이아몬드 형태가 원. Front

단과 동일하게 표현되었으며 조직도 시뮬레이션에 잘 , Back 

표현 되었다. 

는 에는 의 폴리 원사를 사용하였  S2 Front, Back 75D DTY

으며 에는 의 폴리 원사를 사용하였다 실제 원단 , Pile 30D . 

이미지는 의 과 를 로 통경 하여 다이아몬Front GB1 GB2 5:1

드형태의 꼭짓점 부분에 홀을 만들어져있다 시뮬레이션 결. 

과물은 기본 수축률이 크지 않으므로 가공지 폭54“, C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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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 했을 때  디자인 결과물이 원단과 동일하게 시뮬22

레이션 되었다. 

은 에는 의 폴리 원사를 사용하였으며  S3 Front, Back 30D , 

에 의 폴리 원사를 사용하였다 실제 원단을 Pile 150D DTY . 

보면 의 과 를 로 통경하여 마름모 형태의 Pile GB3 GB4 6:18

무늬를 이루는 조직으로 와 에는 간단한 니트 조Front Back

직이 전체적으로 배경이 되는 형태인데 시뮬레이션 결과물

을 보면 형태로 원단을 시뮬레이션 처리하다 보니 2D Pile 

부분에 무늬조직이 들어가는 경우 와 조직에 가려Front Back

져서 무늬가 잘 표현되지 않았다. 

은 에 의 폴리 광택사와 의 나  S4 Front 250D BR 210D SD

일론 약 광택사를 사용하였고 에 의 폴리 원사와 , Pile 30D

에 의 폴리 원사를 사용하였다 원단은 Back 75D . WKSF 

의 과 를 로 통경 하여 조직상으로는 직사Front GB1 GB2 3:3

각 형태의 무늬를 이루었다 하지만 의 두꺼운 원사가 . Front

편직 시 장력에 의해 당겨지면서 편직결과물은 원형의 동그

란 메쉬 형태로 편직 된다 하지만 를 활용하여 (mesh) . CAD

형태로 원단을 시뮬레이션 할 경우 장력이 잘 적용되지 2D 

않아 무늬 형태가 잘 표현되지 않았다. 

편성물은 고유의 신장회복 특성이 최종 제품의 입체적인   

외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편성이 완료된 후 장력이 이완

Figure� 3.� � Physical� Properties� of� the�Warp-knitted� Spacer� Fabrics

되면서 편성조직도의 형상과 달리 독특한 입체적 형상이 발

현된다 특히 는 의 세 방향을 설계. WKSF Front, Back, Pile

하고 중앙 조직의 형태나 원사의 종류에 따라 앞면과 뒷Pile

면의 디자인이 조직과 전혀 다르게 변경되기 때문에 평면적

으로 편환을 조절하는 형식의 시뮬레이션 방법으로는 2D

의 결과물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WKSF . WKSF

의 차원 구조와 강도 휨 강성 등의 중요한 특성을 형식3 3D

의 모델링을 통하여 실제 원단에 가깝게 시뮬레이션하고, 

조직의 높이에 따른 두께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Pile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물리적�특성과�통기성�2.�

시료의 두께 는 의 순서이(Thickness(mm)) S3<N1<S2<S4<S2

며 중량 은 순서이다 공기, (Weight(g/ )) S3<S1<S2<S4<<N1 . ㎡

투과도는 의 순(Air permeability / /s) N1<<S2<S2<S3<S4㎤ ㎠

서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네오프렌의 경우 두께와 중량에 . 

비례하여 공기투과도가 낮아지는 반면 의 경우 조직WKSF

에 따라 두께와 중량 공기투과도를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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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특성3.�

시료를 인장 변형시킬 때의 시료에 부가된 하중인 20% 

Fmax는 의 순서로 낮아지고 있다 시료는 S4>S3>S1>N>S2 . S4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내고 시료는 가장 낮은 (347.1gf/cm) , S2

Fmax값을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시. (Table 4, Figure 4) S4

료는 인장변형에 대한 저항력이 크나 시료는 그 저항력이 S2

가장 낮아 비교적 인장변형이 용이한 시료임을 알 수 있다. 

시료가 저항력이 가장 낮은 이유는 다른 시료들에 비하여 S2

조직이 가장 전체적으로 으로 통경되어있으므로 수축full set

률과 연성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여기서 와 는 각기 와  S4 S3 nylon flat filament , polyester 

가 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조직이 신장용flat filament Front

Table� 4.� Tensile� Properties� of� Specimens

Specimen
Fmax,� at� 20%� extension�

gf/cm
Work� Recovery

%
Tensile� Hysteresis� at� 10%� extension�

gf/cm

N(Neoprene) 166.8 70.9 34.4

S1(Space fabric1) 193.8 36.8 60.1

S2(Space fabric2) 133.1 35.4 45.9

S3(Space fabric3) 293.9 31.9 113.2

S4(Space fabric4) 347.1 30.4 83.1

Figure� 4.� Tensile� Properties� of� Fmax,� of� the�Warp-knitted� Spacer� Fabrics� and� Neoprene.

이성에 제한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 Chung et al. 

의 연구 결과에서 래핑 조직이 인장 특성과 전단 특(2005),

성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편환의 

개폐 여부가 편성물의 신축성이나 뻣뻣함에 영향을 주고 있

다는 내용에 적용된다고 사료된다. 

공기 투과율이 가장 좋으며 인장 변형이 저항력이 큰   S4

의 시료는 통풍성이 좋고 형태변형이 적어야하는 의자와 같

은 제품이 용이하며 시료의 경우 인장변형이 용이하게 , S2

이루어져야하는 신발과 같은 제품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인장변형과정 중의 일에 대한 회복과정의 일의 비율인   

값은 시료가 가장 높고 Work Recovery(%) N S1 S2>S3≥ ≥

의 순서로 낮아지고 있다 탄성중합체인 네오S4 (Figure 5). 

프렌의 발포체로 이루어진 시료의 고유한 특성인 것으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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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ensile� Properties� of� Work� of� the�Warp-knitted� Spacer� Fabrics� and� Neop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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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ensile� Hysteresis� at� 100%� extension,� of� the�Warp-knitted� Spacer� Fabrics� and� Neoprene

판단된다 네오프렌의 특성은 나일론의 발명 이전에 만들어. 

진 합성 고무로 신축성이 뛰어나고 내약품성 내후성 내열, , 

성 내마모성 등의 기능성이 우수하다, . (Kang, Lee, & Kim, 

그래서 의 연구에서는 레이저 커2012). Han & Kim (2015)

팅을 통해 인장의 특성을 변형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합섬 . 

필라멘트사로 편성된 시료인 시료는 이와 달리 소성S1~S4

변형이 큰 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시료는 다. S1~S4

양한 제품으로 디자인하여 사용할 때 시료에 비해 보다 N

일반적인 의류제품에 가까운 동적인 변형 및 회복거동을 보

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시료는 에 비해 탄성적 변. N S1~S4

형과 회복거동을 보이게 되며 따라서 외관상 비교적 고무와 

같은 탄성체 제품에 가까운 거동을 보일 수 있다.

전단특성4.�

인장변형에서의 응력값과 최대변형을 거친 후의 변형10% 

회복과정에서 인장에 해당하는 응력값의 차이인 10% 

은  으Tensile Hysteresis at 10% extension S3>S4>S1>S2>N

로 의 값이 가장 높다S3 Hysteresis (Figure 6).

  이를 종합하면 시료나 시료는 및 시료에 비해 인S3 S4 S1 S2

장변형에 대한 회복이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 

소재는 인장변형에 대한 회복이 우수한 편이다 이Neoprene . 

는 발포 탄성중합체인 을 중앙 층에 위치시키고 외Neoprene

층은 신장회복 특성이 비교적 양호한 위편성물로 양면 접합시

킨 시료의 우수한 탄성회복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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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hear� Force� and� Hysteresis� at� 2� degree

Specimen Gf� at� 2� degree Gb� at� 2� degree
Shear� Hysteresis

at� 2degree
2HG/G� at� 2degree

N1(Neoprene) 0.1922 0.0863 0.1056 0.55

S1(Space fabric1) 0.0793 -0.018 0.0973 1.23

S2(Space fabric2) 0.1102 -0.0115 0.1218 1.11

S3(Space fabric3) 0.104 0.0073 0.0967 0.93

S4(Space fabric4) 0.0866 -0.0199 0.1065 1.23

Figure� 7.� Shear� V� of� the� �Warp-knitted� Spacer� Fabrics� and� Neoprene

0.00
0.05
0.10
0.15
0.20
0.25

S1 S2 S3 S4 N

Gf at 2 degree

Figure� 8.� � Shear� Force� at� 2� degree� of� the�Warp-knitted� Spacer� Fabrics� and� Neop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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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단변형 중 에서의 전단응력을   Table 5, Figure 8 2˚

표시하고 있다 전단응력의 크기는 의 순. N>S2>=S3>S4>=S1

서이며 네오프렌 탄성발포체로 구성된 은 입체적인 편성N

물 구조로 되어있고 구성 섬유 사이의 공간이 비교적 큰 

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전단응력을 보이고 있다S1~S4 (Figure 

이로부터 의류제품이나 패션소품을 디자인하는 경우 7). 

는 전단변형에 대한 저항이 에 비해 비교적 낮아 S1~S4 N

굴곡이 뚜렷한 부위의 성형성이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는 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Figure 9 2HG/G at 2 degree . 

시료는 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N S1~S4

전단 응력 값에 비해 전단히스테리시스의 비율이 낮은 것을 

뜻한다 즉 시료는 미세한 전단변형영역에서 탄성회복의 . N

비율이 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발포된 탄성중합체. 

로 이루어진 시료의 고유한 특성인 것으로 판단된다N .

  

결론�및�제언V.�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의 작업지시서를 기반으로 프로CAD 

그램을 활용하여 를 설계한 후 로 작업된 디자WKSF CAD

인 결과물과 실제 제품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물성 , 

평가를 통해 소재의 장단점을 네오프렌과 비교하여 WKSF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는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조직 및 원사의 분석  1. WKSF

이 어려워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 

전용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최종 편성물과 유사한 시CAD 

뮬레이션 결과물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디자인 효율성이 , 

제고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형태의 시뮬레이션결과는 . 2D 

중앙의 파일 조직의 편성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원사와 

조직에 의해 변경되는 탄성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원단과 

다르게 시뮬레이션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료의 경우 . S3

중앙의 조직에 의해 무늬가 형성되는데 시뮬레이션Pile 2D 

의 경우 와 조직의 표현에 의해 디자인이 제대로 Front Back

표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시료는 원사의 탄성, S4

이 적용되지 않아 메쉬 부분의 형태가 다르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의 경우는 더욱 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의 WKSF 3D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기획과정에 가장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조직변화 통경변화 원사변화 후가공의 변화 등, , , 

을 손쉽게 적용함으로서 방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기획OEM

을 통한 고부가 가치를 지닌 제품의 디자인 능력과 생산성

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의 활용성을 네오프렌과 비교한 결과는 다  2. WKSF 

음과 같았다 시료는 시료들 중에서 가장 중량이 . S4 WKSF 

많이 나가지만 공기투과율이 가장 높은 반면 시료는 두, S2

께가 가장 두꺼운 반면 공기투과율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네오프렌의 경우 두께는 시료들과 유사하지만 . WKSF 

중량은 배정도 많이 나가고 공기투과율이 매우 낮았다 이3 . 

러한 결과를 통하여 의 경우 조직에 따라 두께와 중WKSF

량 공기투과도를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통기성과 쿠션감 제품의 형태안정성, , 

과 유연성이 필요한 신발 가방 의자 등의 제품 활용에 탁, , 

원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장강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네오프렌시료는   3. 

에 비해 탄성적 변형과 회복거동을 보이게 되어 외관S1~S4

0.0

0.5

1.0

1.5

S1 S2 S3 S4 N

2HG/G at 2degree

Figure� 9.� 2HG/G� at� 2� degree� of� the�Warp-knitted� Spacer� Fabrics� and� Neop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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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비교적 고무와 같은 탄성체 제품에 가까운 거동을 보인

다 그러나 시료는 다양한 제품으로 디자인하여 사용. S1~S4

할 경우 네오프렌에 비해 동적인 변형과 회복거동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과 의 시료는 . S3 S4 nylon flat 

와 가 주요 조직을 형성하고 filament , polyester flat filament

있어서 신장용이성에 제한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 

를 설계할 때  조직과 원사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제WKSF

품군에 적합하도록 변경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오프렌 탄성발포체로 구성된 은 입체적인 편성물   4. N

구조로 되어있고 구성 섬유 사이의 공간이 비교적 큰 

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전단응력을 보이고 있다S1~S4 . S1~S4

는 전단변형에 대한 저항이 에 비해 비교적 낮아 굴곡이 N

뚜렷한 부위의 성형성이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의 이. WKSF

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면 신발이나 가방 의자뿐만 아니, , 

라 의류제품이나 패션소품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의 연구는 의 인장특성과 전단특성만을   WKSF

실험한 것으로 의류 및 패션제품으로서의 소재활용을 기대

한다면 더욱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향후 개발되는 프로그램들의 검증과 두께별 조. 3D 

직별 설계 및 후가공까지 지속적인 연구와 추가 검증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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